
1. 들어가며

1960년 이후 지난 50년간 몇 차례의 고비가

있기는 하였으나 경제성장이 지속한 덕분에

1960년 1인당 67불이던 국민소득은 2010년

20,759불로310배라는괄목할만한증가세를나

타냈다. 그 결과,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수준도

크게향상되었다. 2010년기준으로신주택보급

률은 101.9%1)를 나타냄으로써 오랫동안 심각

했던주택의양적부족이해소되었으며, 주택의

97.0%에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될 정도로 질적

인 개선이 있었다. 특히, 오랫동안 가난의 상징

으로등장하던달동네, 산동네의상당수도재개

발을통해고층아파트단지로변하였다.2) 주택

의물리적인개선만큼가구의주거수준도개선

되었다. 1970년에는1인당6.8㎡에불과했던주

거면적이2010년에는25.05㎡로4배가까이늘

어났으며, 1975년에는 방 1개에 평균 2.5명이

거주했다면 2010년에는 방 1개에 거주하는 인

원이 0.77인으로 1인 1실이 실현된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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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빈곤의발생을억제하고, 재생산을막기위해서는주거빈곤에대한이해와주거빈곤의실태를정확하게인식하는것이필

요한점에서주거빈곤과관련된개념, 주거빈곤가구의실태를소개한것이다. 주거빈곤을정의하는방법으로최저주거기준을소개하

고, 우리나라의최저주거기준의변화를소개하였으며, 주거비과부담의기준으로임대료가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RIR 30%가활용

됨을소개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복지패널조사를활용하여주거빈곤가구수변화를살펴보았으며, 2008년복지패널을

활용하여최저주거기준과주거비부담이중복으로적용되는가수수를제시하였다. 2008년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RIR 30% 이

상, 최저주거기준에미달되는가구는21만6,7567가구임을제시하였다.

1) 국토해양부는 가구수에서 1인가구를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보급률을 오랫동안 사용하였으나 2005

년 이후에는 1인가구를 포함한 가구수에 다가구주택을 다수의 주택으로 헤아리는 신주택보급률 등 2개의 보급률을 사용하고 있음.

종전 주택보급률은 112.9%를 나타냄.

2) 서울의 대표적인달동네인삼양동, 봉천동, 난곡, 인천의유신마을등모두대규모아파트단지로바뀌었음.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

는가구도많이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득향상과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

에도여전히열악한주택에거주하거나과도한

주거비부담탓에어려움을겪는빈곤층이존재

한다. 게다가이들은일시적으로빈곤상태에있

는것이아니라생애전체에걸쳐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빈곤과주거빈곤의관계를보면, 주거빈곤은

중층적 빈곤3)상황의 복합적 산물이면서, 빈곤

을 세대 내에서, 또 세대간에 재생산하는 원인

이자 결과이다. 청소년의 가출, 아동학대, 이혼

율증가는주거문제의열악함과매우밀접한관

련이 있다. 과밀주거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

적·심리적긴장을유발해서고혈압, 사망률증

가, 정신이상등의건강상의문제와비정상적인

공격적 행동증대,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사회

적 문제를 낳는다(배순석 외, 1997: 35~36). 부

적절한 주택은 학습능력의 저하4)를 초래한다.

Arthurson & Jacobs(2003)는 부적절한 주거는

건강, 교육, 그리고 고용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고한다. 주거는그입지, 물리적환경, 점

유의 안정성, 과밀, 지속가능성 그리고 다른 서

비스에대한이용가능성이라는점에서가구또

는 구성원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가

져온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어떤 가구가 현

재 부적절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그 자

체가 해당 가구가 소득이 부족했으며, 적절한

일자리가 없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주택에서의생활은다시건강, 교육, 고용, 복지

서비스의이용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점

에서빈곤의재생산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

이다. R. Bratt(2002: 14~15)는가족생활의토대

를이루는것이주택이므로주택과가족의복지

는 매우 밀접함을 설명하였다. 그는 주택의 질

이 좋고 안전한지,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 과밀하지않으며주거비가부담할만한수준

일때긍정적자아감과능력부여의기회가제공

되며, 주택이 있는 동네여건이 고용과 교육에

유리함을주장하였다. 

본연구는빈곤의발생을억제하고, 재생산을

막기위해서는주거빈곤에대한이해와주거빈

곤의실태를정확하게인식하는것이필요한점

에서주거빈곤과관련된개념, 주거빈곤가구의

실태를소개한것이다. 

2. 주거빈곤실태파악을위한
주요개념

빈곤에대한정의처럼주거빈곤에대한정의

도쉽지않다5). 이는빈곤의정의에는가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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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층적 빈곤이라는표현은대한주택공사(2000)에서 사용한표현으로경제적차원에서저소득과불완전취업에서비롯된경제적빈

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가 팽배해서 빈곤층을‘게으른 자’로 낙인찍고 이들이 이러한 사

회적 규정을 받아들여 빈곤 탈피 의식을 상실하게끔 하는 사회·문화적 빈곤, 정치적 차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조직적이

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참여·발언의 기회를 봉쇄하는 정치적 빈곤,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 빈곤층에 대한 공공의 지원에

인색한빈약한복지체제를가지고있는정책적빈곤등이낳은산물이기때문임.

4) 과밀상태로 거주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주거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서 수학능력이 9개월, 독해력이 10개월 떨어진다는 일본의

연구결과가있음(早川和男·岡本祥浩, 1993: 23~24)



이 개입되며,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지기때문이다. 그럼에도객관적으로정의된절

대적 최소보다 낮은 상태인“최저주거기준 미

달”과 주거비가 과도하여 다른 생활에 어려움

을겪는상태로서“주거비과부담”에대한정의

가없다면주거빈곤실태를규명하기어렵다.

1) 최저주거기준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부터 절대적 주거빈

곤의기준으로최저주거기준에대한논의가시

작되어 1997년 서울시가 주택조례로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한 바 있으며, 1997년 건설교통부

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용역시행6)하고 그 결과를 2000년

9월건설교통부고시(제2000-260)로공표하였

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당시의“최저주거기

준”은 ① 면적기준, ② 시설기준, ③ 구조·성

능·환경기준등세가지요소로구성되는데, 면

적기준은가구원수에따라필요한최소한의침

실수를 제시하고, 침실·부엌·화장실·현

관·수납공간등을합한총주거면적을설정한

것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2㎡(3.6평), 4인 가구

의 경우 37㎡(11.2평)이었다. 시설기준은 침

실·부엌·화장실등주거및부대시설설치기

준으로서침실은기본적으로부부침실을확보

하고, 만 5세초과자녀의침실은부부침실과분

리되어야하며, 만8세이상이성자녀의침실과

노부모의침실은별도로확보하도록하는동시

에, 전용부엌 및 화장실을 확보하되, 부엌에는

상수도또는수질이양호한지하수이용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였다. 구조·성능·환경 기준으

로는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

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

에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적절한 방음·환

기·채광·냉방·난방설비를 갖추는 한편, 소

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

정기준에적합하도록규정하였다.

그런데 2000년도입당시우리나라의최저주

거기준의 면적기준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

정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1976년일본이발

표한최저기준(1인가구면적16㎡, 4인가구50

㎡)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면적기준이지나치

게 좁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사용기준은 상

수도또는수질이양호한지하수이용시설이완

비된전용부엌및전용화장실확보로표기되어

있어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않은상태였다.

2003년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이 주택법에 반

영됨에따라최저주거기준에대한법적인근거

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6월 15일

건설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새롭게 고시

(2004-173호)한바있으나, 면적기준은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기준중새롭게바뀐것은필수

설비에목욕시설을추가하고부엌과화장실기

준을 각각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로

구체화하여규정한정도로큰개선은없었다.

2011년 5월 면적기준이 지나치게 과밀하다

이달의초점 _ 35

빈곤과불평등동향 (4)

5) 우리나라의여러문헌에등장하는주거빈곤에대해서는감문길외(2011: 197~206) 참고

6) 1997년 시행된연구는건설교통부「주거기준도입방안연구」임. 



는지적에따라최저주거기준이처음발표된이

후 11년만에 개선되었다7). 면적기준과 관련해

서는 3인 가구의 면적기준이 29㎡에서 36㎡로

가장많이늘어났다. 시설기준과관련해서는현

재상수도시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

실및목욕시설을규정하고있는필수설비기준

에 하수도시설이 추가되었으며, 구조·성능·

환경기준에화재안전시설이추가되었다. 

이를정리하면 2011년우리나라의최저주거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방수, 주택면적 기준,

시설기준으로상수도또는수질이양호한지하

수이용시설및하수도시설이완비된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구비, 그

리고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① 영구건물

로구조강도확보, 구조부재질은내열·내화·

방열 등에 양호,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난방설비등을갖출것, ③소음·진동등의

환경요소가법정기준에적합, ④자연재해위험

이현저한지역에위치불가, ⑤안전한전기시

설과 화재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

조와설비를갖출것으로규정되어있다. 

2) 과도한주거비부담

임차가구의 총주거비 합은 임대료, 수도료,

광열비와같은유지비를포함하게된다. 주택담

보대출을이용하여자가를사들인경우주거비

는 모기지 상환금, 이자도 주거비에 포함된다.

그런데 과도한 주거비(임대료 포함) 부담은 가

계의경제능력을떨어뜨려주거의질을떨어뜨

리고 생활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Campbell,

1976: 11). 게다가과도한주거비는다른비용의

지출을압박하기때문에가계의균형적지출을

깨뜨리는등가계의균형운영을어렵게한다(이

기영, 배순영, 1991: 242).

과도한주거비의기준은얼마인가? 미국에서

는“일주일간의 급료로 월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인 임대료의 상한선으로 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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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선시 고려사항은 평균신장의 증가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6,741호에 대한 면적조사 결과 하위 3% 면적이 고려되었다고 함.

’79년부터 ’04년 사이에 20~24세평균신장이 크게 늘었다는 것임. 남자의 경우 167.7㎝에서 173.8㎝로 여자의 경우 155.5㎝에서

160.7㎝로 늘어났음.

표 1. 2000년과 2011년 최저주거기준의방수와최저주거면적비교

가구원수

(인)

1

2

3

4

5

6

표준가구구성

1인가구

부부

부부+자녀1

부부+자녀2

부부+자녀3

노부모+부부+자녀2

실(방)구성*

1 K

1 DK

2 DK

3 DK

3 DK

4 DK

12

20

29

37

41

49

14

26

36

43

46

55

총주거면적(㎡)

현행 개선(안)



각이 19세기부터 정착되어 왔다(William van

Viet-- ed., 1998: 255). 이러한관점에서정부의

보조금지원프로그램은1980년대초까지는가

구소득의 25% 이상,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가

구소득의30% 이상을임대료로부담하는가구

를 대상으로 고안되었다. 주거비 부담이 아주

심각하다는기준은소득의50%를주택과관련

된비용지출에사용하는것이다. 그런데과도한

주거비부담기준이임차가구에적용될때는임

대료가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로간단하게정

의되지만, 자가를가진가구가부담하는주택담

보대출상환액과이자가소득에미치는부담의

정도는주택의가치에따라달라질필요가있다

고 본다. 미국에서는 자가를 제외하고 있으며,

주거비과부담의기준은임대료가소득에서차

지하는비율이30%를넘는것으로보는경우가

일반적이다(Alex F. Schwarts, 2006: 23). 주택바

우처수령대상인임차가구가부담해야할금액

(total tenant payment)으로 월 임대료와 유틸리

비 비용(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실내조명, 조

리용가수와전기료)을합하여가구조정소득의

30% 또는월총소득의10%중큰금액을내도록

되어있다. 

캐나다에서도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

면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David Hulchinski and Michael

Shapcott eds, 2004: 401). 

우리나라는 월세 형식의 임대료 지급체계가

정립되어 있어 월임대료가 가계소득에서 차지

하는비율을확인하기가쉽다. 게다가선진국처

럼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있

는것도아니어서주거비를정확하게산정하기

어렵다. 이러한특성때문에통계청조차소비자

물가지수를산정할때주거비로월세만을반영

하는등주거비와관련된정확한자료를생산하

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월세가 과부담인 가구

를제외하고는주거비과부담가구를추정하기

가 어렵다. 대안의 한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를월세로환산해서주거비를파악하는등

의방법이활용된다. 

이러한상황에서주거비가가계의생활비에

서차지하는비율이얼마인가를보여주는기준

으로는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

율을 참고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에서 481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

표본추출로 추출된 20,000가구를 방문 면접조

사하여 최저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그 수량,

가격 파악을 위해 가계부 조사, 생활실태조사,

시장가격조사를 시행하여 측정된다. 최저생계

비는 매년 측정되는 것은 아니고 1999년에 처

음 측정되었으며, 2차는 2004년, 그리고 이후

부터는 3년 단위로 측정이 이루어져 2007년,

2010년 측정되었다. 계측방식은 전물량 방식

으로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활필수품목과 수량을 정한 뒤 가격, 사

용기간을고려해생계비를집계하는방식이활

용된다. 1999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초 발표

된 최저생계비는 90만 1,357원이었으며 당시

주거비는 생계비의 19.4%를 차지하는 17만

4,863원이었다. 최저생계비에서 차지하는 주

거비는 2004년까지는 19.4%가 유지되었다가

2007년에는 17.7%로 2010년에는 15.8%로 하

향된것으로조사되었다. 최저생계비의계측에

사용된최저주거비의비율이20%를넘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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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점에서 만일 어떠한 가구의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한다면

평균보다 많은 주거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

을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기준이나 우리나라

의현실등을참작할때, 주거비(임대료및주거

관련 비용)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30%를

과부담의기준으로보았다. 

3. 주거빈곤층의실태및규모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주거빈곤층의 실태 및

규모를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포함하여 주택의

상태가나쁘거나없는상태까지포함한주택기

준 미달가구, 둘째 주거비 부담이 30%를 초과

하는주거비과부담가구, 셋째소득이40% 이

하인 저소득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서

주거비부담도30%를넘는가구를통해제시하

고자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

시하고있는인구및주택총조사,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2006년 이후 2년 단위

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구축한한국복지패널8)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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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복지패널은 ’05년 당시 존재했던 3개의 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을통합하여구축한패널임.

9) 패널유지율이 2차 92%, 3차 87%, 4차 84%로 해외패널과비교해서도높은수준이라고함(여유진, 2010:7). 

표 2. 실태분석에사용된자료와자료의특성

통계자료명 수행기관 자료수집방법 자료의특성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끝자리가0, 5로끝나는해의11월

1일전국에서실시하는전국민, 전

가구조사

가구원성별, 나이, 교육정도, 교육상태, 종교,

보육 5년전거주지역, 활동제약, 취업활동, 통

근 및 통학,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혼인상태, 거주실태, 주택현

황, 주차장소, 타지주택소유여부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06년실시, ’08년, ’10년 3차례실

시, 인구주택총조사를모집단으로

전국33,000가구표본조사

주거및주거환경, 주거이동및주택구입계획,

가구특성, 가구 소득, 생활비, 부채, 가구주의

근무형태, 통근수단등

복지패널조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06년시작매년실시, 인구주택총

조사를 모집단으로 약 7000가구

패널구축9), 중위소득 60% 미만에

서50%, 60% 이상에서50%를추

출하는방식으로표본구성

가구(원)특성, 개인사, 보육, 교육, 건강, 주거

등 가구여건, 복지욕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사회복지가입 및 수급

실태, 소득, 지출, 재산, 부채등의경제적상황,

가치관과의식



1) 주거기준미달주거빈곤가구

(1) 불량노후주택거주가구

주택기준에 따라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는 지하주거, 불량주택으로 판잣집이나 옥탑

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주거빈곤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2005년부

터 파악할 수 있다. 2005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부터 이러한 주거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수

를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2005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의하면지하

거주가구 58만 6,649가구, 옥탑방 5만 1,139가

구, 판잣집 거주가구 4만 5,239가구 등 전체가

구의 4.3%인 68만 3,025가구가 불량한 주택에

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에는지하거

주가구가 51만 7,689가구, 옥탑방 4만 8,988가

구, 판잣집거주가구가1만6,475가구로전체가

구의3.4%인58만 3,152가구가불량주택에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하면

2010년 불량주택 거주가구는 약 10만 가구가

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 불량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감

소한것은주거환경개선사업10)이나주택재개발

사업11), 그리고2003년도입된뉴타운사업12)이

영향을미쳤을것이다. 

(2) 노숙 및비거주용건물거주가구

2008년 8월 보건복지부는 1,317명의 거리노

숙인, 3,479명의쉼터노숙인등합하여4,796명

의노숙인이있다는통계를발표한바있다. 이

숫자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과소추정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노숙인에는 거

리에서잠을자는노숙인외에노숙위험에처해

있는사람까지포함하여정의해야한다는시각

때문이다. 

김수현·이현주·손병돈(2009: 105∼10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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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5~2010년 불량주택거주가구수의변화

구분

2005년

2010년

586,649

517,689

51,139

48,988

45,239

16,475

683,025

583,152

4.3%

3.4%

지하거주 옥탑방거주 판잣집거주 합계 전체가구대비비율

10)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을칭함.

11) 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노후·불량건축물이밀집한지역에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사업을칭함.

12) 서울특별시는 강북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4월 23일에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 4065호)를 제정하였고, 2005년 1

월 5일에는 이를 개정(서울특별시 조례 4250호)하였으나, 조례의 근거법이 필요하여 가칭“뉴타운 특별법”의 제정을 도모하였음.

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유사한 목적의 법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건교부가 당시 제시된 법안들을 종합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특별법」으로제정하였음. 

출처: 2005년도, 2010년도인구주택총조사결과발표자료



거리노숙인1,000~1,500명, 쉼터입소자3,000

∼4,000명, 부랑인 시설입소자 1만명, 쪽방 생

활자 6,000명,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만화

방이나찜질방에서자는사람이수천명이라고

하였다. 

남기철(2009)은 전국 쪽방상담소 10개소를

통해파악된쪽방거주자수가2008년9월말현

재6,110명이며, 수도권내고시원4,500개소의

14만명거주자중직업과경제적측면에서극단

적위기에몰려있는수를43,000명이상으로추

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숙인 외에 부랑인의

범주가따로존재하며, 부랑인은시설에입소되

어있는숫자만도9,000명에달한다고한다. 이

를토대로하면정상적인주거에거주하지못하

는가구는58,000명을웃돈다. 여기에는비닐하

우스촌거주자, PC방, 찜질방등을전전하는비

전형거주지이용자등은포함되지않았다.

이태진(2009)은 주거상실가구로서 거리 및

쉼터(시설)에서생활하는노숙인, 주거불안가구

로서쪽방일시거주자, 고시원거주단순노무직

을상정하고, 이들가구의규모를추정하였는데

약5만가구로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노숙인이나

쉼터, 부랑자 시설, 쪽방,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주거빈곤가구를추계해보면63,000~64,000가

구로추정된다. 

(3)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가장자주널리언급되는주거빈곤층이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이다. 1995년부터 2000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0년 발표된 최저

주거기준이 적용되었으며, 2005년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는 2004년 발표된 최저주거기준

의면적과전용수세식및입식부엌, 온수샤워

시설사용여부를적용해서추정된것이다.

기준에약간의차이가있으나1995년에는시

설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9.5%

인382만가구, 방수기준으로미달가구가5.8%

인 74만 9천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가11.5%

인 148만 가구로 나타난다. 중복가구를 조정하

면1995년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가구는전

체가구의 34.4%인 446만 가구에 달함을 알 수

있다. 2000년에는 이 비율이 감소하여 시설기

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17.4%인

248만 5천 가구, 방수기준으로 미달가구는

3.5%인 49만 5천 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9.1%인 130만 8천 가구, 중복가구를 조정하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전체가구의23.3%인

334만 가구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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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8년 노숙인, 비정상거처거주가구규모추정

부랑자

부랑자시설

9,000~10,000

거리노숙인

1,317

쉼터노숙인

3,479

노숙인 비정상거처거주가구

쪽방일시거주자

6,110

고시원거주단순노무직

43,301

계

63,000∼64,000

1) 부랑자 시설과 쪽방거주자는 남기철(2009), 노숙인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2008년 8월 발표자료를 인용했으며, 고시원 거주 단순노무직
거주자의규모는이태진(2009: 51)에서 인용



미달가구의비율이전체가구의 8.6%인 136만

가구, 방수기준으로미달가구는1.1%인16만7

천 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5.2%인 82만 8

천가구, 중복가구를조정하면최저주거기준미

달가구는 전체가구의 13.0%인 206만 가구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10년간 최

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40만 가구가

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크게 감소한 것에

는가구원수의감소와신축주택이현대적인설

비와 시설을 갖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다

가구 등의 공동주택 건설, 앞에서 언급했던 주

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 사업 등이 실

시되었기때문이다. 

인구주택총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의 의뢰

로 2년 단위로 국토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거실태조사자료를보면2006년, 2008년,

2010년의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알 수 있다. 이

때적용된최저주거기준은2011년5월27일가

구원수별로 2㎡~7㎡ 상향 조정된 최저주거기

준의면적기준이적용된것이다. 시설기준은바

뀌지않았다.

201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6%인 184만 가구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변화를 보면, 감소세는 2006년에서

2008년사이에56만가구가줄어든반면, 2008

년에서2010년에는28만가구만감소했다는점

에서 감소세가 최근 들어 완만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미달의한가지기준이라고할

수있는3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의경우1985

년에는 전체가구의 20.4%인 195만 2천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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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현황, 1995~2005년

(단위: 만 가구,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1,296

1,431

1,589

446(34.4)

334(23.4)

206(13.0)

382.0

248.5

136.0

74.9

49.5

16.7

148.9

130.8

82.8

전체가구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합계

(전체가구대비비율)

시설기준

미달가구

침실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

표 6. 2011년 최저주거기준을적용한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추이, 2006∼2010년

구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만가구)

총가구수(만가구)

미달가구비율(%)

2006년

268

1,616

16.6

212

1,667

12.7

184

1,734

10.6

2008년 2010년

자료: 국토부보도자료



달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가구의 0.3%dpp

불과한4만7천가구로감소하였다. 

2) 과도한주거비부담에의한주거빈곤가구

주거비의영역에는임대료외에모기지상환

과 모기지 이자 대출도 포함될 수 있어 자가가

구중에도주거비부담이과도한가구가있을수

있으나, 자가를포함한다면자산가치에대한별

도의기준이필요한점에서과도한주거비부담

으로 인한 주거빈곤가구는 임차가구중에서 파

악할수있다.

이를위한통계로는2009년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분석한 이수

욱외(2010: 100~103)의자료를제시한다. 동자

료를 활용한 것은 2009년도 복지패널의 직접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다.13) 이수욱 외

(2010)에서사용한 2009년도패널은 6,192가구

의자료였다. 이수욱외(2010)는이를활용하여

소득 대비 임대료(RIR) 부담이 20%와 30%를

넘는가구를주거빈곤가구로칭하며일반, 수급

자, 차상위로 구분하여 주거빈곤가구의규모를

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RIR 30%를넘는가

구를주거빈곤가구로규정한점에서현황을살

펴보면, RIR 30%를넘는주거빈곤가구는일반

가구의경우는0.39%에불과하며, 수급자가구

4.91%, 차상위 가구는 2.54%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자료에 입각

하여분석한다면RIR이 30%를넘는가구가많

이늘어났을것이다14).

3)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부담이 중복된 주

거빈곤가구

주거빈곤상태에있다고하더라도정도가다

를수있다. 최저주거기준에는미달되지만주거

비는 과부담이 아닐 수 있으며, 반대로 주거비

는 과도하지만 최저주거기준에는 미달되지 않

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또한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가구가 부담하는 주거비는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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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일반연구자가분석할수있도록제공하는것은 2008년도 복지패널 4차 자료임.

14)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임. 자료 구득의 한계로 2009년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저소득 가구

의주거비과부담상태를잘보여주지못한점이본연구의한계임.

표 7. 1980~2010년 3인 이상단칸방거주가구비율

(단위 : 천가구, %)

구분

전체가구(A)

3인이상단칸방거주가구(B)

B/A 비율

1980년

7,969

1,785

22.4

9,571

1,952

20.4

11,355

1,408

12.4

12,958

388

3.2

14,312

151

1.1

15,887

56

0.4

17,339

47

0.3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출처: 1980년, 1985년, 1990년은 통계청 2% 표본자료 활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윤주현 편(2002: 163)에서 인용, 1995년은 국토해양부
(2009: 390), 2000년, 2005년, 2010년은국토해양부(2011: 450) 활용하여계산



상회하는경우도있다. 

주거빈곤의 여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7,072개의 패널 자료로 구성된 2008년 복지패

널 4차자료를 활용하였다15). 최저주거기준은

2004년에발표된기준을적용하였으며, 주거비

는 월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의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전세

및보증부월세와같이임대보증금이있는가구

의 경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율(8%)16)

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하

였다. 자산17)은월소득으로전환하지않았다. 그

리고 주거빈곤상태에 처해있더라도 소득수준

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 OECD

의상대빈곤선인중위소득60% 미만가구와그

렇지않은가구를구분하여주거빈곤상태를분

석하였다. 복지패널조사는 가중치 적용을 통한

모수추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수를 기준으로 주거빈곤 가구수를 제시하였

다. 결과를보면, 중위소득60% 이하가구의경

우주거빈곤중복가구의비율은9.9%로나타났

으나, 일반가구의 경우 중복가구는 0.2%에 불

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파악할수있

는것은중위소득60% 이하인가구의주거빈곤

이심각하다는것이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가구가 20.2%로 일반가구의 16.2%

에비해서는4%p높아서중위소득60% 이하와

일반가구의차이가크게드러나지는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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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09년 복지패널을통해본 RIR 30% 초과가구비율

(단위: %)

구분

비주거빈곤

주거빈곤

합계

일반

4,300(99.61)

17(0.39)

4,317(100.00)

659(95.09)

34(4.91)

693(100.00)

1,152(97.46)

30(2.54)

1,182(100.00)

수급자 차상위

자료: 이수욱외(2010: 100의 표 5-38 RIR 30% 기준주거빈곤가구의규모인용

표 9. 빈곤가구규모추정논리

구분 최저주거기준미달 최저주거기준충족

주거비부담30% 초과

주거비부담30% 이하

주거기준/주거비부담주거빈곤

주거기준미달주거빈곤

주거비부담주거빈곤

비주거빈곤

15) 2009년 주거복지패널자료는일반연구자에게는공개되지않아불가피한선택이었음. 

16) 보통 전세보증금의월세전환은 10% 내외의 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고, 전세자금대출의경우제1금융권은 대체로 5~7%, 제2금융

권은 7~9%임을감안하여 8%로 설정하였음.

17) 자산에는임대보증금, 소유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기계설비등이포함되었음.



러한결과는일반가구에속한가구의소득범주

가다양하기때문에나타난것이자주택이고가

이기때문에일반가구역시최저주거기준을넘

어서는것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

곤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서는

36.5%로매우높았던반면, 일반가구는7.4%로

큰 차이를 나타났다. 역시 거주하는 주택의 상

태보다는매월부담하는주거비부분에서일반

가구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차이가 큰

것을확인할수있었다.

4. 주거빈곤가구를위한정책제안

주거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단일의 주택프로

그램으로는 불가능하며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필요하다. 앞에서도살펴본것처럼주거빈

곤가구로불리지만개별가구가경험하고있는

주거빈곤의 유형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우

리나라는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방수, 시설 등

의 기준이 높지 않아 정부가 미달가구를 위해

특별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도

아파트와같은신규주택의공급이늘면서주거

기준미달가구가많이줄어드는결과가나타나

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

하고 2011년 5월 최저주거기준의 면적 기준을

가구원수에 따라 2~6㎡ 상향조정하고 화재안

전시설을추가하는개정을추진한바있다. 

주거빈곤가구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

요할까? 신규공급되는공공주택에최저주거기

준 이하의 가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최저주거기준미달가

구라고 같은 지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소득과

자산 모두가 하위소득계층이라 스스로 기준이

상의주거공간을확보할수없는가구를대상으

로주거지원을강화하자는것이다. 현재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 경우 가점을 받고 있으나, 이를 확

대운영하는방안이대안이될것으로생각된다.

이때임대료는가구소득에따라차등화해야함

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전면철거재개발을지양하고주택개보

수·수복·보전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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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08년 복지패널을통해본주거빈곤가구수와빈곤가구비율

(단위: %)

구분

중복주거빈곤

주거기준미달주거빈곤

주거비부담주거빈곤

비주거빈곤

합계

중위소득 60% 이하가구

216,756(9.9)

444,357(20.2)

803,218(36.5)

733,034(33.4)

2,197,365(100.0)

8,290(0.2)

797,202(16.2)

359,272(7.4)

3,723,620(76.3)

4,883,384(100.0)

225,046(3.2)

1,235,559(17.4)

1,162,490(16.4)

4,456,654(63.0)

7,078749(100.0)

일반가구 합계



주거빈곤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불량무허가

주택, 노후주택을 전면 철거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은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각광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렴주택 재고

를 줄이는 것이었으며 저소득 원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임대료가상승하면서주거비과부담을겪는주

거빈곤가구를늘리게된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전면철거재개발 형태보다는 개보수(upgrading)

혹은수복형태의점진적재개발방식이필요하

다. 이를위해정부는우선적으로주택상태, 공

공시설 부족여부 등에 기초하여 지역별·주택

별철거, 개보수, 수복이필요한주택지도를작

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철거재

개발 구역, 개보수 구역, 수복 구역, 공공시설

지원구역등으로구분하여사업시행의초안을

작성하고, 개별 사업 방식별 지원체계를 구축

해야할것이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지속적인공급이이루

어져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공공임대주택역

사를보면주택난이심각했던80년대와90년대

에는임대주택이공급되지않다가2002년국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2003~2012)이 발

표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활발해지기 시작

하였다. 당시는이미주택의양적공급이100%

를넘어선시점이었기때문에임대주택의공급

이과도하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이명박정부

가 출범한 2008년에는 매년 약 10만호가 건설

되어야 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매년

4만호로 줄이고 10년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를 합해서 매년 8만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

는 보금자리임대주택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임

대주택의 물량이 줄어들기도 하였다. 공공임대

주택 소요량이 얼마인지는 심층분석이 필요하

나, 앞에서살펴본가구중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중복 주거빈곤가구에게

는공공임대주택의공급이유용할것으로판단

된다. 이는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물리

적시설물뿐만아니라입주자에게필요한사회

복지 서비스의 제공, 일자리, 교육훈련 등의 자

활방안이 함께 패키지로 제공해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가 실현된다는 인식을 사업자가 가지

고있기때문이다18).

넷째, 임대료 보조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임대료 보조정책도 소득, 자산 등의 기준

을적용하여엄격하게대상을발굴하는것이필

요하다. 주거비부담이과중할경우자녀교육이

나 생업 등 빈곤탈피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고

갈되기때문에빈곤의악순환을유발하게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부

담할 수 있는 주거비의 한계를 30%로 제시한

점에서30%를기준으로할것을제안한다. 

이러한 정책추진과 함께 어떠한 주거빈곤부

터해결할것인가하는문제에도관심을기울일

필요가있다. 예를들면화재, 수해등의재해지

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문제, 또한 강제철

거 등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가구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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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불평등동향 (4)

18) LH의 경우 2009년부터 단지내미임대상가에사회적기업과지역자활센터 등을입주시켜입주자에게 필요한일자리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하고있으며, 사내 직원발전기금을활용하여 LH 마을형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있음. 



이 우선하여 필요하다. 2009년부터 자가 수급

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주택개보수 사업19)

이추진되고있으나, 주택개보수로주택의구조

안전성이확보되지않는경우대책이없어오히

려 더 열악한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발생하고있다. 거주안전성확보가주거빈곤

가구해소의우선적인세부기준일것이다.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면서동시에“불법성”

을지닌주택및주거지(예, 비닐하우스, 쪽방등)

에대한정부의새로운접근과정책이필요하다.

이러한 주택과 주거지에는 단순한 최저주거기

준만을적용하여문제해결에임하기보다좀더

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 예를들어주민의사

회경제적특징과이들의가구구성, 소득, 직업유

무, 노숙경험등을고려한별도의주택및복지

프로그램을개발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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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09년 그동안 주거복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수급자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 도모한

다는 목적에서 부산시 영도구와 사하구에서 시범사업 추진되었음. 2010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중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

을’09년 수급자통계를통해 63,089호로 추정한후, 정부예산 규모에따라’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지속추진한다는내부방침이

확정되었음. 현재 개보수 공사(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조, 내외부 누수, 배수불량, 도배 및 장판, 도장, 대문보수)는 LH가 담당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600만원을상한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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