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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목적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해 개선방안 모색

2002년부터 서울시는 민간 (보증부)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주택정책적 특성을 강화하면서 ‘서울

형 주택바우처’로 명칭을 바꾼 바 있다. 주택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가지

고 있던 통합급여체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개별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주거급여’가 시행되고, 

2018년부터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주택바우처 수혜가구와 대상가구가 감소하기 시

작하였다. 주택바우처 지원규모는 2014년∼2017년 1만 가구 정도에서 2019년 약 5

천 가구로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일반바

우처)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존속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에게도 주택바우처를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후 19년 동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액, 

바우처의 유형 등은 3차례의 커다란 개선⋅변경이 있었다. 하지만 운영적 측면, 특히 

전달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신청 및 접수, 소득 및 재산 확인, 주택조사, 보

장 결정 및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관리까지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전담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택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할 수 있는 가용

용지가 부족하다. 주택재고 부족,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비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확충은 중요한 정책옵션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가의 주거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제도 및 운영실태를 검토･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와 균형 맞추며

서울시, 주거비 보조제도 발전시켜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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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강화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대상 1/2로 급감

수혜가구 측면에서 주거비 보조와 공공임대주택은 소득보다 높은 수준의 주택 또는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유사하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이다. 이론적으로 주거비 보조는 임대료를 상승시키

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를 하락시킨다. 서울과 같이 주택재고가 부족한 지역에서

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은 대규모 개발용지도 고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비 보조제도도 적절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

선행 실증연구를 검토하였더니, 주거비 보조제도는 빈곤층의 주거(상향)이동을 촉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바우처는 홈리스상태를 해소하거나, 노숙의 위험을 최소

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더부살이, 과밀상태 거주, 확대가족 거주 등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주택품질과 주거환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바우처 수혜가구가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부(-)의 효과도 있다. 주택수당의 지원액을 늘렸지만, 임

대인이 임대료를 상승시켜 정책의 효과성이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앙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보장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평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대상의 경우 

2019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4%, 2020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되었다. 

향후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2017년 15.8만 가구에서 2019년 20.8만 가구

로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정책대상이 감소하면서, 수급

가구도 1/2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가구당 지원액이 적은 상황에서 지원가구 규모까지 

감소하자, 주택바우처 제도를 폐기하자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현장담당자⋅전문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유지하되 제도설계⋅전달체계 고쳐야”

자치구의 담당공무원, 주거복지센터의 소장 및 직원,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

적집단면접(FGI)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택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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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상당수의 월임대료 부

담가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의 사업

목표와 장기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실적과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자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바우처 대상자인 

고시원 거주자를 쪽방 거주자처럼 특정바우처 대상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고시

원은 물리적으로 열악하고, 고독사⋅사망사고 등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다.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거적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부담가능한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달체계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여, 자치구의 책임 및 업무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미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의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한 상태여서, 주택

바우처 지원대상 발굴 및 수혜가구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전달체계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택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탈락자를 위한 시혜적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것이다.

주택바우처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도

가 도입된 지 19년이 되었음에도, 수급자선정 및 관리를 범용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

여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개별급여체계

로 개편된 상황에서, 주택바우처는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부가적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정책대상자 발굴, 사례관리 확대 등에서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조사⋅거주확인조사 등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도 주거복지센터와의 업무협력 또는 업무분담을 통해 

그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자원⋅활력을 이용하여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바우처

를 활용하여야 한다. 최근에 민간부문을 활용한 사회주택, 긴급임시주택 등이 공공의 

주거지원정책으로 편입되고 있다. 미국 주택선택바우처의 사업기반바우처(Project- 

based Voucher: PBV)와 같이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운

영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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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등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 완화해 정책대상 확대 필요

2020년에 서울시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60%인 (보증부)월세가

구에게 주택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서울시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대상가구는 10.9만 가구로 나타

났다. 하지만 주택바우처 신청가구와 수혜가구는 2019년에 비해 늘지 않고 있다.

주택바우처의 지원기준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간의 격차가 크고, 월세가구의 임대

료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단기적으로 주택바우처의 정책대상을 기준중위

소득의 7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책대상가구는 16.9만 가구로 나타

나, 현행보다 6만 가구 정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의 85%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주거복지정책의 정합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확보하려면 주거비 균등화지수에 따라 주택바우처 지원액 조정해야

월임대료 전환액, 주거비(월임대료 + 주거관리비)를 이용하여 가구규모별 균등화지수

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균등화지수를 가구의 소비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0.80, 2인 가구 0.85, 3인 가구 0.95, 4인 가구 1.00, 5인 가구 1.05, 6인 이상 

가구 1.15이었다.

자기부담분이 50%라는 가정 하에, 저소득 월세가구의 임대료과부담을 완전히 해소하

는 데 필요한 보조액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잔여소득방식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23.5

만 원∼38.2만 원, RIR방식으로는 21.4만 원∼34.2만 원을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바우처 지원액을 상향조정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중･단기의 

대안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8만 원(1안), 9만 원(2안)을 보조하는 것으로 방안을 제

시하였다([표 1] 참조). 연간 지원목표를 1만 가구로 하였을 때, 예산은 지원액 1안의 

경우에는 연간 103.8억 원, 2안의 경우에는 11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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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  구

가구균등화지수 0.80 0.85 0.95 1.00 1.05 1.15

주택바우처 지원액 1안  8.0  8.5  9.5 10.0 10.5 11.5

주택바우처 지원액 2안  9.0  9.6 10.7 11.3 11.9 13.0

주 : 1) 일반바우처의 경우임.

2) 특정바우처의 경우는 가구원당 일반바우처의 보조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보조하도록 함.

[표 1] 주택바우처 지원액(안)
(단위 : 만 원)

서울시 역할 늘리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주택바우처 전달체계 개선⋅강화

주택바우처 업무처리의 정확성⋅신속성을 제고하고, 관련 주체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신청 및 접수 단계에서는 수혜자격과 관련 사항이 달라질 경우, 수급자의 신고를 의

무화하는 내용을 신청서에 추가하여야 한다. 보장결정 이후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

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부정이득 환수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

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소득⋅재산 조사(확인) 단계에서는 주거복지 자격확인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

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수혜･수급받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구

축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의 e하나로민원과 서울시의 블록체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업

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주택조사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참여시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주거복

지센터는 주택바우처 수혜가구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상태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보장 결정 및 바우처 지급 단계에서는 자치구가 전담하기보다는 서울시와의 역할분담

을 통해 책임과 부담을 분담하도록 한다. 자치구가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확인한 후에, 수혜가구를 선정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것이다.

지원대상 관리단계에서는 주택바우처 수혜자격 취득 또는 갱신 후 일정 기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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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에는 소득 및 재산확인, 주택조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 단, 1년에 1회 정

기조사, 1회의 부정기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청⋅접수

소득 및 재산조사

주택조사

보장 결정
주택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관리

연간 지급계획 수립
예산 배정

⚫바우처 신청자 → 동주민센터
  ╴신청서에 지원자격 관련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명시

⚫서울시 : 업무처리의 정확성⋅신속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노력
  ╴블록체인시스템을 이용한 확인 시 자치구에 행정비용 지원
⚫자치구 : 서울시의 블록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자치구⋅동주민센터 : 임대차계약 확인 및 조사
⚫주거복지센터 : 자치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주거확인조사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책임 아래 보장 결정하고, 바우처 지급

⚫자치구⋅동주민센터 :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지원자격 평가
⚫서울시 :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실시
⚫주거복지센터 : 상담 및 발굴, 자원 연계, 대상자 사례관리

⚫자치구 : 연간 수급규모 및 보조액을 추정하여 지급계획 수립
⚫서울시 : 예산수립 시에 반영하고, 예산을 자치구별로 배분

[그림 1]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전달체계 개선(안)

현재는 없는 단계인 자치구의 연간 지급계획 수립을 추가하도록 한다. 자치구가 지역

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이 계획을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배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는 연간 지급계획을 8월∼9월에 수혜자규모, 

신규대상자 예상⋅발굴, 가구당 지원금액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연간 지급계획은 자

연스럽게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정책대상자를 관리하는 체계로 업무를 선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거빈곤가구⋅지원필요가구 대상 적극적 홍보로 지원대상자 발굴 바람직

국토교통부⋅서울시의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바우처 정

책소요는 10.9만 가구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최근 주택바우처 지원규모가 감소한 



vii

서
울
형
 주
택
바
우
처
 운
영
실
태
와
 개
선
방
안

데에는 주거급여의 제도개선과 함께 표적화한 홍보의 부족도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구  분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60%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
계

응답자수
(가구)

248
( 9.5%)

358
(13.7%)

2,007
(76.8%)

2,613
(100.0%)

가중치 적용
(천 가구)

71.9
( 8.7%)

108.9
(13.2%)

642.9
(78.1%)

823.8
(100.0%)

자료 : 국토교통부⋅서울시, 2019,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2] 현행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소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추진, 주거복지센터의 상담과정 중에 파악된 주거빈곤

가구 및 지원필요가구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적 대상자발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서울시,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지역의 유관기관 등이 거버넌스체계 또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주택⋅긴급임시주택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 도입도 필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와 연계하여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를 도

입하여야 한다. 미국은 참전용사⋅노숙인의 주거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을 확보하며,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저렴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기반바우

처(PBV)를 지원하고 있다. PBV는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과 소득혼합형 주택

(mixed-income housing)을 조성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신규주택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시에도 지원되고 있다.

사회주택 입주자 가운데 소득 1-2분위(또는 1-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수에 

따라 운영주체에게 주택바우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운영주체의 사업안

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민간주체의 사회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주거위기가구⋅주거상실가구에 대한 공공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반가

구가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임시주택의 확대에도 주택바우처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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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운영자

긴급임시주택
운영자

╴입주자 가운데 소득 1-2분위
(또는 1-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새로운
주택바우처

보조 보조

╴임대주택 경매, 임대료 연체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

╴재해⋅사건⋅사고 등에 의해 
주거상실위기에 처한 가구

[그림 2] 새로운 주택바우처 도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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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서울시는 민간 (보증부) 월세가구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월임대료 보조제도

(2010년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임대료 보조제도

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임대료부담가구에게 주

거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당시에 국민기초생활 보

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통합급여체계의 단점을 지방정부가 자체예산으로 보완하는 역

할을 수행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어 2015년 7월 (개편) 주거급여가 

시행되고, 2018년 10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자

와 대상자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수혜자는 2014년∼2017년에 1만 가구 내외

에서 2018년 7.0천 가구, 2019년 4.8천 가구로 급감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부터 준주택인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택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지불하는 고시원 거주 

수혜자의 경우, 주택상태를 포함한 ‘거처조사’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도의 존속을 위해 주택바우처 지원액에 비해 입주자편익이 지대한 공공임대주택 입

주자에게도 바우처를 지원하자는 주장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도입 후 19년 동안 사회적 이슈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

원액, 바우처의 유형 등 제도적 측면에서 3차례 커다란 개선⋅변경이 있었다. 하지만 

운영적 측면, 특히 전달체계와 관련한 개선은 거의 없었다. 신청⋅접수, 소득 및 재산 

확인, 주택조사, 보장 결정 및 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관리에 이르는 전달체계상의 거

의 모든 업무를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책임지고 있다.

01.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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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개별급여체계로 바뀌면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의 업무량은 과중/포화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자치구와 동주민센

터 담당직원은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수혜가구를 적절하

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바우처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갖추

어져 있지 않은 것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행복e음 시스템의 개선을 건의･요구하고 있으나, 실현이 곤란

한 과제이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대표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우

리나라에서 주거급여⋅주택바우처는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 또는 부족한 공공임대주

택을 보완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

에서 임대료상승 유도의 가능성이 있는 주거비 보조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책

적 부담도 있다. 전세⋅보증부월세의 임대차관행이 일반화된 주택임대시장의 특성도 

주거비 보조제도 확충에 덜 신경 쓰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가용용지가 부족하다. 주택

재고 부족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어,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 또는 확충도 하나의 정책옵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

소요에 비해 보급률이 낮고,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은 서울은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주거비 보조제도를 확대･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주거급여제도와 균형⋅보조를 맞추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가의 주거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

처 제도 및 운영실태를 검토･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감소원인을 파악하고,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제도로

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구규모별 가구소득 

및 임대료부담에 근거하여 (보증부)월세가구의 임대료과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액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서울시의 예산부담을 감안하여 가구당 지원액 규모

를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단기 개선안을 도출하겠다. 그리고 전달체계 개

선, 수혜자 발굴,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 등에 관한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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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운영실태를 조사ㆍ검토하

며, 주요 선진국의 주거비 보조정책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제도 및 운영 측면의 개

선방안을 담아 전체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도의 개선은 주거급여제도의 변화에 따라 

급감하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저소득 (보증부)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액을 도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운영의 개선은 주택바우처 지원의 정확성⋅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한 전달체계,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세부 연구내용 연구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

╸주거비 보조제도의 의의와 효과
╸주택바우처의 제도현황 및 지원실적
╸최근 주거급여제도의 변화와 영향

╸문헌연구, 공식통계 활용
╸법령 및 지침, 사업안내 

분석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운영실태 조사⋅검토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의 실태 파악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운영 및 전달체계상의 개선사항 도출

╸서울시 및 SH공사 담당
직원과의 인터뷰

╸관계자 집단면접(FGI)

주요 선진국의
주거비 보조정책

╸영국의 주거급여⋅지역주택수당
╸미국의 주택선택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제도⋅운영 개선방안

╸제도 발전방향
╸제도 개선방안
╸운영 개선방안

╸문헌연구
╸인터넷을 활용한 사례 및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간

담회

[그림 1-1]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개요에 이어 제2장에서는 수요자 보조방식인 월임대료 보조제도로서 서울

형 주택바우처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현황과 지원실적 등을 검토하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의 대표적 정책인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보조 프

로그램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등 주거비 보조제도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의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주택바우처 제도의 변화과정과 지원실적을 

파악하고, 주거급여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의 특성 및 영향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주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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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센터 직원, 주거비보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1차 FGI에서는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수혜자격, 전달체계, 자치구의 

역할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2차 FGI에서는 제도의 성격 및 역

할의 명확화, 전달체계와 지원기준의 개선방안, 새로 도입이 필요한 주택바우처의 유

형 등을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주거비보조 정

책 가운데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영국의 

주거급여⋅지역주택수당, 미국의 주택선택바우처의 지원실적 및 보조대상, 지원절차, 

보조액 산정방식, 프로그램 유형 등에 초점을 두고서 검토하였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 및 공식 통계자료, 뉴스기사, 관련 연구문헌 등을 통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

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거비 지원제도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검토･조사한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운영현황 및 실태, FGI 조사결

과, 해외사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거비보조 정책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정책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기

준 완화방안과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지원액 조정방안을 도출하였다.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소요를 산출하고, 잔여소득과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을 분석하여 임대

료과부담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보조액 수준도 산출하였다. 그리고 지원기준 및 지원액 

개선(안)에 따른 목표 정책대상가구별 예산규모도 제시하였다.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집중된 전달체계의 개선, 적극적인 홍보, 정책대상자 발굴,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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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

1_ 주거비 보조제도의 의의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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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주거비 보조제도의 의의와 효과1)

1) 주거비 보조제도의 의의

2000년대 이후 순수전세가 감소하고, 반전세⋅보증부월세가 증가하는 등 임대차시장 

및 관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세 거주가구는 2000년 

41.2%에서 2019년 26.0%로 감소한 반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주가구는 같은 

기간 16.3%에서 28.1%로 증가하였다. 최근 주택매매가격의 상승, 보유세⋅거래세의 

인상, 임대차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전세주택이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감소하는 대신에 월세가 증가함으로써 월세 중

심의 임대차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인에게 높은 부담이 되는 월세는 주거의 안전성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월세 모두 4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월임대료를 연체하여 보증금이 소진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비자발적 퇴거를 당할 수 

있다. 파산⋅실직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도 주거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

어, 저소득 임차인은 월세에 적응하는 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주거복지정책은 주택정책의 목표, 프로그램의 목적, 주택시장의 여건, 가구구조의 변

화, 가용재원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으로 대별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

주택 위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판매를 통

 1) 자세한 내용은 박은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참조할 것.

02.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



9

서
울
형
 주
택
바
우
처
 운
영
실
태
와
 개
선
방
안

한 이익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유지된 측면이 강하다. 하지

만 저성장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량도 제한적일 것으

로 전망된다. 서울은 재고증가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서, 저소득가구의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대료 / 주거비 보조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 주거비 보조제도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효과에 있어 아래와 같은 장

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의 주거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임차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수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입주

자격을 충족한 임차인이더라도 생활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를 포기하거나, 생활불

편을 감수하고 입주를 결정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는 민간주택재

고를 활용하므로 토지확보 문제가 없으며, 단기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저소득가

구의 주거소요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주로 신규건설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

대주택은 계획에서 입주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현존하는 주거소요에 즉각적으로 대

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할 때, 임대료 / 주거비 보조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전세의 월세전환에 따른 저소득 임차인의 부담

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급자 보조방식과 수요자 보조방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급자 보조방식은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비영리(do not 

trade for profit)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단체⋅조합 등에 보조하는 것도 공급자 보

조방식에 속한다. 이에 비해 수요자 보조방식은 임대료 지불능력이 없거나 적은 저소

득층에게 직접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택바우처⋅주택수당이 대표

적인 프로그램이다.

주택바우처⋅주택수당 등의 수요자 보조방식은 수혜자의 임대료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급자 보조방식에 비해 중･단기의 재정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수혜자의 주거선택

의 폭이 비교적 넓으며, 민간임대주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택

재고가 부족하거나 수혜자가 많은 경우에는 임대료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주택재고가 부족한 지역 및 국가에서는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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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거비보조 프로그램

(수요자 / 소비자 보조방식)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공급자 / 생산자 보조방식)

장  점

╴중･단기의 정부의 재정지출(보조금, 행정비용 
등) 절감

╴수혜자의 임대료부담 경감
╴가구 간의 형평성 유지
╴주거선택의 자유 보장
╴주택재고 이용의 효율성

╴주택공급의 촉진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
╴입주자의 임대료부담 경감 : 직접적인 혜택
╴임대료상승 방지 / 지연의 효과
╴주택보급률이 낮거나, 부족률이 높은 지역에 

유리

단  점

╴임대료상승 유도의 가능성
╴보조액 산정 및 수혜자 선정의 복잡성 → 부

정수급, 수급지연 등의 문제 발생
╴가구소득⋅임대료의 확인 곤란
╴주택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적용상의 한계

╴입주가구와 미입주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
╴중･단기의 정부의 재정부담(건설비 등의 공급

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가중
╴주거선택의 제한
╴관리상의 한계

자료 : 하성규, 2004, ｢주택정책론｣, 서울: 박영사, pp.287-290; Lee, V., 2003, Rental Subsidy, Research 
and Library Services Division,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 pp.46-47;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2011, America’s Rental Housing: Meeting Challenges, 
Building on Opportunities, pp.37-39; 박은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p.14.

[표 2-1] 수요자 보조방식과 공급자 보조방식의 비교

주거비 보조제도 중에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임대료

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주택바우처는 수혜자의 구매능력에 대한 지원

을 통해 예산제약을 완화하여 주거관련 재화 및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비해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은 임대료 및 대출상환액 등으로 나

타나는 주거비용과 저소득층이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간의 차이를 보전하

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주택수당은 가구소득 및 자산,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정책의 도구

로 인지･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은 소득 및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

문에 수혜자 중에는 지속적인 보조를 받기 위해 근로활동을 기피하고 빈곤상태에 머

물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거비 보조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미국 

등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사회보

장제도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임대료의 상한선 설

정, 임대료 보조액의 제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지침의 마련 등을 통해 도덕

적 해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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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비 보조제도의 효과

주택바우처는 시장에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볼 

때 현금보조와는 다르다. 하지만 주택바우처의 지급이 수혜자의 예산배분행위에 영향

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지급과 동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보다는 공급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의 그래프는 미국의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주택과 다른 재화

에 대한 가구의 선택을 보여준다. 신청가구의 소득은 P°이고,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는 R1이기 때문에 주택바우처의 액면가격은 R°이다. 주택바우처는 가

구의 예산선을 AB에서 AFG로 이동시킨다. F점에서 가구는 주택에 R°을 사용하고, 

P°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전체를 기타 재화의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H

E

A

R1

P

P°

R
주  택
(임대료)

기타 재화
(가격)

R°
B

F

G

J

U0

U
UP1

D

자료 : O’Sullivan, A., 1996, Urban Economics, Boston: Irwin∕McGraw-Hill, p.426; 박
은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17.

[그림 2-1] 주택바우처의 가구에 미치는 효과

그러나 주택에 대한 지출이 R°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기타 재화에 대한 지출

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임대료로 R을 지출을 하고 있는 가구(E점)는 H점까지 주택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고, 나머지를 기타 재화에 사용하게 된다. 만약에 이사비용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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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구는 J점을 선택하여 모든 보조금을 기타 재화의 소비에 사용할 것이다. 주택바

우처 수혜가구는 공정시장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의 주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

시 말해, 임대료가 R1이 넘는 구간인 DG도 가구의 예산선이 될 수 있다. 결국 주택바

우처는 가구가 주택에 원하는 만큼 지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가구 측면에서 주택바우처와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수준을 뛰어넘어 주택 또는 주거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유사하다. 그러나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그림 2-2]는 적정품질(moderate-quality) 하위시장에서 나타나는 주택바우처 프로

그램의 단기⋅중장기의 효과이다. 주택공급은 단기적으로는 고정적이며 비탄력적이

다. 따라서 주택바우처는 수요곡선을 우상향으로 이동시켜 시장가격을 P(B점)에서 

P1(E점)으로 상승시킨다. 적정품질 주택의 공급이 단기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

택바우처로 인하여 주택가격은 상승한다.

원래의
수  요

주택바우처
지원 후의 수요

단기의
민간공급

중장기의
민간공급

F
B

E

Q1

P

P1

P2

Q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수

주택가격
(임대료)

자료 : O’Sullivan, A., 1996, Urban Economics, Boston: Irwin∕McGraw-Hill, p.427; 박은
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18.

[그림 2-2] 주택바우처의 단기⋅중장기 시장에 미치는 효과

중장기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는 가격의 상승이 적정품질 주택의 수익

성을 향상시켜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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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질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량도 증가한다. 균형상태(F점)에서 적정품질 주

택의 가격은 P2이고, 재고량은 Q1이다. 적정품질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중간품질

(medium-quality) 주택의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2).

이에 비해 [그림 2-3]은 공공임대주택의 단기 및 중장기효과이다. 단기에 민간영역의 

주택공급은 비탄력적인데, 가격에 상관없이 Q로 고정되어 있다. 최초의 균형상태(B

점)에서 가격은 P이다. 지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면, 공급량에 해당하

는 가구는 민간주택시장을 떠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되고, 민간임대주택의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저소득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함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은 공가로 남게 되어 초과공급 상태가 되고, 가격은 P에서 P1(C점)로 하락한

다. 단기에 모든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으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된다. 일부 

가구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고, 나머지 가구는 민간주택시장에서 가

격하락의 편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의
수  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후의 수요

단기의
민간공급

중장기의
민간공급

C

BD

Q1

P

P1

P2

Q
민  간

임대주택수

주택가격
(임대료)

자료 : O’Sullivan, A., 1996, Urban Economics, Boston: Irwin∕McGraw-Hill, p.420; 박은
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19.

[그림 2-3] 공공임대주택의 단기⋅중장기 시장에 미치는 효과

 2) 수요효과와 공급효과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박은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
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18-1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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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선행 실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주거비보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효과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주택바우처 수급가구가 빈곤율이 낮은 지역으로 주거

이동을 하였다(Feins, J. & Patterson. R., 2005; Davis, M. A., Gregory, J., 

Hartley, D. A., and Tan, K. T. K., 2017). 주택바우처는 가구의 홈리스상태

(homelessness)를 해소하거나, 노숙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수급 저소득층에 비해, 수급가구는 친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크게 감

소하였다(Wood, M., Turnham, J. and Mills, G., 2008; Ellen, I. G., 2020). 과

밀주거 및 확대가족가구(extended family households)를 감소시킨다. 비수급 저소

득층에 비해, 주택바우처 수급가구의 가구원수당 침실수가 많았고, 주거면적도 넓었

으며, 확대가족인 경우도 적었다. 주택바우처 수급가구의 실업률이 높다는 연구결과

가 있지만, 경제활동과 소득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수급가구

의 빈곤상태가 해소/개선되었고, 식료품 구입비용이 증가하였다(Wood, M., 

Turnham, J. and Mills, G., 2008).

주택품질과 주거환경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바우처 수급가구가 더 비싼 임대료

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부(-)의 효과도 있다(Desmond, M. & Perkins, 

K. L., 2016). 주택수당 제도개선에 따라 수혜가구에 대한 보조금액을 상향하였지만,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승시켜 정책의 효과성이 거의 없었다(Kangasharju, 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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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제도현황 및 지원실적

1) 제도의 변화

2002년 서울시는 ‘주택기금’을 설치하여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월임대료 보조제도는 서울시의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월세주택

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주거비 보조제도이다. 

이후 월임대료 보조제도는 2010년⋅2013년⋅2016년, 크게 3차례에 걸쳐 개정되면

서 현재의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서울시는 주택정책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일반바우처, 특정바우처, 임시주거

바우처(쿠폰바우처)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일반바우처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정책의 성격이 짙었던 기존의 월임대료 보조제도를 명칭만 변경하여 운

영하였다. 특정바우처와 임시주거바우처는 주거위기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을 보호･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특정바우처는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150% 이하인 

가구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구역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

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와 기타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매년 심사를 통해 최장 2년까지 지원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임시주거바우처(쿠폰바우처)를 통해 임차주택 경매 또는 월세보증금 전액소진으로 긴

급한 주거위기에 처한 주민에게 3개월∼6개월 동안 무료로 주거를 제공하였다. 2011

년부터 비영리단체인 집희망주거복지센터가 시범사업으로 1년 동안 위탁･시행하였으

나, 까다로운 선정요건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적어서 다음 해에 폐지되었다.

2013년부터는 주택바우처의 수혜자격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였다. 기존의 일반바우처, 특정바우처, 임시주거바우처(쿠

폰바우처)를 통합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주거

비 보조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존의 보편적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에 주택정책적 

성격을 가미하여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준주택(고시원) 거주가구에게도 일반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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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임대료 보조 : 사회보장정책의 일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150%이면서 아래에 해당
  ∙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 저소득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장애인(1급∼4급) 포함 세대   ∙ 65세 이상 부모부양세대
  ∙ 저소득 한부모세대⋅65세 이상 홀몸노인   ∙ 노인⋅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
  ∙ 일군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201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 사회보장정책 + 주택정책의 성격

<일반바우처>
╴2010년 이전의 월임대

료 보조대상과 동일

<특정바우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초과∼150%이면서 아래에 해당
  ∙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 주택정비구역 철거 세입자
  ∙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임시주거바우처>
╴임차주택 경매 및 월세

보증금 전액소진으로 인
한 강제퇴거 위기자

2013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 보편적 사회보장정책의 일환

<일반바우처, 특정바우처, 임시주거바우처 통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현재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 보편적 사회보장정책 + 주택정책의 성격

<일반바우처>
╴2020년부터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의 6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2019년부터 준주택(고시원) 거주가구 포함

<특정바우처>
╴1년 이내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

거한 자
 ∙ 쪽방 퇴거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만 해당

[그림 2-4]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변화

2) 현행 제도의 내용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규모

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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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바우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일반바우처의 지원대상은 소득수준, 점유형태, 임대료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되

고 있다. 일반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서울시민 가운데 소득평가액(실제소득)이 기준중

위소득3)의 6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 중심의 전달체계, 

대상자발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주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주

민센터 및 자치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탈락자를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반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2 2,992.0 3,870.6 4,749.2 5,627.8 6,506.4 7,389.7

주거급여
(45%)

 790.7 1,346.4 1,741.8 2,137.1 2,532.5 2,927.9 3,325.4

서울형 주택바우처
(60%)

1,054.3 1,795.2 2,322.3 2,849.5 3,376.7 3,903.8 4,433.8

비고 : 70% 1,230.0 2,094.4 2,709.4 3,324.4 3,939.4 4,554.5 5,172.8

자료 : 보건복지부,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표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준중위소득과 주거비보조의 기준
(단위 : 천 원)

원칙적으로 일반바우처는 월임대료에 대한 보조제도로 전세 거주가구에게는 지원되

지 않는다. 보증부월세인 경우 전세전환가액4)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재산기준은 1억 6,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종류를 불문하고 2

대 이하, 금융재산 6,500만 원 이하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주택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중복수혜의 성격이 강

하고, 입주하지 못한 저소득가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비닐하우스, 쪽방 등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도 일반바우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5).

 3) 기준중위소득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산정된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된다.

 4) 전세전환가액은 ‘월세보증금 + (월세 × 75)’로 계상하고 있다.

 5) 비주택인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게 주택바우처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쪽방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기본적인 주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② 쪽방거주자를 지원하게 될 경우 열악한 주거에 정주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2020,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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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지원금액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세대

원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0년 3월 이전에는 1인 가구 5만 원∼

6인 이상 가구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4월 이후부터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8.5만 원, 3인 가구 9만 원, 4인 가구 9.5만 원, 5인 가구는 10만 원, 6인 이상 가구 

10.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  구

’20년 3월 이전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20년 4월 이후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자료 : 서울시 주택정책과, 2020, 내부자료.

[표 2-3] 일반바우처의 지원금액
(단위 : 원/월)

㉯ 전달체계

일반바우처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자치구의 대상자 선정과 지급과정을 

통해 수혜가구에게 보조금이 전달되고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동주민센터

에 일반바우처를 신청하고, 자치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 및 재산조사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소득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자치구는 이에 

대한 예산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서울시는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하여 자치구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정책대상자 → 동주민센터

자치구⋅동주민센터
╴확인조사(정기⋅수시) 등

자치구(조사팀)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여부의 판정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 확인⋅조사 등

자치구(사업팀)
╴결정⋅통지⋅지급

소득⋅재산 확인

주택조사(신청조사)

보장 결정⋅급여 지급

지원대상 관리

신청⋅접수

[그림 2-5] 일반바우처의 전달체계

일반바우처는 보조대상자의 주택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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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급되고 있다. 보조금은 주택소유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가구의 90% 이상이 본인계좌로 보조금

을 받고 있어, 이 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황이다.

(2) 특정바우처

특정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시 내(또는 서울시 지원)의 쪽방, 사회복

지시설6)에서 퇴거한 가구에게 지급하고 있다.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

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바우처는 1-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대

상자는 평생 1회만 특정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는 데,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

다. 하지만 조사 및 결정과정을 통해 1회에 한하여 1년 동안 연장도 가능하다. 특정

바우처도 보조대상자의 주택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월 25일에 지

급되고 있다.

가구규모 1-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보조액(원/월) 120,000 150,000

[표 2-4] 특정바우처의 지원금액

2020년부터 그동안 SH공사에 위탁하던 특정바우처의 대상자 발굴, 바우처 지급 관

련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달체계에서 일반바우처와 다른 점은 

지원대상 관리에 사례관리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결정⋅지급 지원대상 관리

╴시설 퇴소가구
╴비주택 퇴거가구

<동주민센터>

╴일반 저소득가구
╴법정차상위계층, 

(서울형) 국민기
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자치구>

╴주택 및 설문조
사

<자치구>

╴보장 여부 확정
╴바우처 지급

<자치구>

╴사례관리
╴명단관리 및 확

인조사

<자치구>

자료 : 서울시 주택정책과, 2020, 내부자료.

[그림 2-6] 특정바우처의 전달체계

 6)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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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실적

현재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기금

의 ‘주거지원계정’ 조성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서울시는 조성액 범위 내에서 매년 소

요예산액을 책정하고, 그 예산 내에서 지원가구 규모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2년∼2011년에는 연평균 2,889가구에게 49.2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 이후 

지원가구수와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10,777가구에게 연

평균 59.4만 원을 보조하였다. 2018년부터 중앙정부의 주거급여제도가 개선되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가구수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구  분
월평균 지원가구수

(가구)
연간 보조금
(백만 원)

지원가구 증가율
(%)

연간 가구당 보조금
(만 원)

’02년∼’11년 평균  2,889  1,422 - 49.2

2012년  7,685  3,400 - 44.2

2013년 10,094  5,816  31.3 57.6

2014년 10,777  6,398   6.8 59.4

2015년 10,176  5,803 - 5.6 57.0

2016년  8,705  5,728 -14.5 65.8

2017년 10,270  6,652  18.0 64.8

2018년  6,975  6,564 -32.1 94.1

2019년  4,776  3,899 -31.5 81.6

자료 : 서울시 주택정책과, 2020, 내부자료.

[표 2-5] 연도별 월임대료 보조 및 서울형 주거바우처의 지원실적

4) 최근 중앙정부의 주거급여제도의 변화와 영향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

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인 모든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

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등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를 실시해주고 있다. 2019년 서울시는 207.5천 가구에게 

3,442.5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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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급지

(서울시)
2급지

(경기도, 인천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  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  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  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  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  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7인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주 : 가구원수가 8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씩 증가(천 원 이하는 절사).

자료 : 국토교통부, 2020,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표 2-6] 2020년 주거(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  분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도입시기 2015년 7월 2002년 3월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60%

지원방식 임차급여(차등), 수선유지급여(현물) 임대료보조(정책)

지원금액

1인 가구 최대 26.6만 원
6-7인 가구 최대 50.4만 원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가구소득, 
가구원수, 주거비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

1인 가구의 경우 8만 원
(가구원 1인 증가 시마다 5천 원씩 증액)

지원현황
(2019년 집행액)

207,505가구
(3,442.5억 원)

4,776가구
(50억 원)

2020년 예산액 4,085억 원 65억 원

재원조달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시비 10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자료 : 서울시 주택정책과, 2020, 내부자료.

[표 2-7]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비교

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실제 부양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능력을 따지는 부양

의무자기준으로 인하여 비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7)가 제기되었다. 중앙정부

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였다.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요건 규정을 

변경 및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장가구의 소

득⋅재산만을 평가하고 있다.

 7)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 기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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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15년 80.0만 가구에서 2018년 97.3만 가구로 증가

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주거급여 수급자도 

2015년 15.3만 가구에서 2018년 18.1만 가구, 2019년 20.8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

였다.

자료 : 서울시 주택정책과, 2020, 내부자료.

[그림 2-7] 서울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변화추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원금액도 현실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의 

경우 2018년 이전 기준중위소득의 43%, 2019년 기준중위소득의 44%,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거급여 보장률도 2015년 

4.0%에서 2019년 5.0%로 상승하였다. 기준임대료의 인상에 따라 전국의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월평균 보조액은 2015년 12월 8.0만 원에서 2018년 12

월 12.9만 원으로, 4.9만 원이 증가하였다.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해, 중앙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기준중위소득의 45% → 50%)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액 현실화 등에 따라 서울 내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대상이 감소하면서, 

실제 수급가구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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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조사개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담당공무원, 지역에서 주거복지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소장 및 직원, 주거비보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COVID-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방문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관련자와

의 좌담형식을 통해 정보, 의견, 아이디어 등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서는 2차례의 FGI를 개최하였으며, 제2차 FGI에서는 [부록]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FGI 체크리스트’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였다. FGI 참석자는 전문가 2명, 행정기관의 

담당자 5명, 주거복지센터 소장 및 직원 3명 등 총 10명이다.

제1차 FGI는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수혜자격, 전달체계, 자치구의 역할 등 제도 전

반에 걸친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실시하였다. 특히, 주택바우처를 직

접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현장에서 생각하는 지원대상⋅수혜자격의 적

정성, 전달체계 및 운영절차상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소장 

및 직원을 통해서는 주택바우처 대상자⋅수급자가 처해있는 다양한 주거문제 및 상황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1차 FGI 후, 자치구 담당자를 추가로 면담조사하여, 운영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제2차 FGI는 제1차 FGI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제도의 성격ㆍ

역할에 적합한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전달체계

에서 서울시의 역할 강화, 제도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주택

바우처의 유형 등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03.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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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FGI

조사일시 ╴2020년 10월 6일 14:00∼

조사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주요 조사내용 ╴지원대상 및 범위, 수혜자격, 전달체계, 주요 업무처리 등

조사대상
(참석자)

╴서○○ : 종로구 사회복지과 주무관
╴김○○ : 강북구 어르신복지과 주무관
╴정○○ : 은평주거복지센터 소장
╴김○○ : 성북주거복지센터 소장
╴김○○ :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과장
╴서○○ : SH공사 주거복지처장
╴홍○○ :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이○○ :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무관

추  가
개별면담조사

조사일시 ╴2020년 10월 14일 09:30∼

조사장소 ╴종로구청 회의실

주요 조사내용 ╴운영 및 관리체계

조사대상 ╴서○○ : 종로구 사회복지과 주무관

제2차 FGI

조사일시 ╴2020년 10년 20일 14:00∼

조사장소 ╴서울연구원 회의실

주요 조사내용
╴제도의 성격 및 역할, 전달체계의 개선, 지원기준의 개선, 새로 도입이 

필요한 주택바우처의 유형 등

조사대상
(참석자)

╴서○○ : 종로구 사회복지과 주무관
╴이○○ : 구로구 사회복지과 주무관
╴유○○ : 동작구 사회복지과 주무관
╴정○○ : 은평주거복지센터 소장
╴김○○ :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과장
╴홍○○ :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표 3-1] FGI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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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 운영실태 및 개선요구

1) 주택바우처의 역할 및 보완사항

주택바우처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8만 원/월 수준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월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

나 국가의 주거급여제도의 변화와 정책대상 확대에 따라, 주택바우처 도입 시의 정책

목표와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택바우처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장기적 목표가 설정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판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

기도 하였다.

《월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 서○○, SH공사

“주택바우처의 예산은 50억 원∼60억 원 수준으로, 그에 맞는 정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월세주택 거주자의 월임대료 부

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 … 중략… 반창고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월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 김○○, 성북주거복지센터

“주택바우처 제도의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택바우처를 수급을 받

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폐지 줍는 할머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등에

게는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를 보완하는 제도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움》 서○○, 종로구

“주택바우처 도입 당시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

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거급여가 개별급여로 되고,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되

어 주택바우처의 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바우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 정책목표 마련이 필요》 홍○○, 도시사회연구소

“주택바우처 제도가 18년 동안 운영되어 왔지만, 수급자를 늘이는 방안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설정된 적이 없습니다. 정책목표가 없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기준 개선과 전달체계 개편 중에 우선 보완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원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수혜자 감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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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었다. 그러나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원기준 개선이 우선》 이○○, 구로구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주거급여가 계속하여 지원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바우처 실적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울시가 주택바우처 제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수급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단기 지원기준 완화, 장기 전달체계 개편》 홍○○, 도시사회연구소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지원조건은 정해져 

있으면서 어떠한 식으로 수급자를 늘릴까 맞추는 식으로 조정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조건에서는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달체계를 많이 바꾼다면, 자치구가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달성해나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참

여를 독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주택바우처 운영의 맥락이 달라지기는 하

지만, 19년간 운영해온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사업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정말 제대로 주거비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주택바우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확대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전달체계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개선하는 방법으로의 고민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중략 … 우선순위로 보자면, 현실적으로 지원기준 개선이 우선이라

고 생각합니다.”

2) 수급자 선정 및 관리

(1) 현행 관리방식

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수급자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방정부의 복

지업무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

용하면 5개 정부부처, 120개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관련 자격 및 선정, 소득 및 재

산, 지원내용, 서비스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바우처를 신

청･수급하는 법정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면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가구의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자를 선정･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는 주택바우처 신청자와 수급자가 직접 소득⋅자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이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엑셀로 정리하여 확인･검토하는 작업

을 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바우처 신청서에는 수급자격 변동에 관한 신고의무가 적시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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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담당직원이 소득⋅자산의 변동,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거급여

의 수급 등으로 인한 주택바우처 수급자격의 유지 여부를 매달 지급일 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주택바우처 지급을 위해 수급자격을 매달 확인》 서○○, 종로구

“현재는 매달 지급일 전에 동주민센터에 직전 달의 수급자 리스트를 보내 자격유지 여부를 확

인하여 엑셀에 기입하는 형식으로 수급자를 관리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종로구는 25

개 자치구 중에 주택바우처 수급자가 가장 적어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수급자

가 많은 다른 자치구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바우처 지급을 위해 수급자격을 매달 확인》 이○○, 구로구

“현재는 주택바우처 수급자 중에 주거급여와 중복 수급하는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수급

자를 매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 중략 … 주택바우처의 지원기준은 차상위계층

보다 높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득⋅재산을 확인해야 하는데 …. 현재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행복e음밖에 없어요.”

《연간 1회 진행되는 정기조사로는 부족》 유○○, 동작구

“차상위계층은 원래 조사･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재산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주택바우처 수급자 중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조건만 충족되는 가구는 (그 수가 많

지는 않지만) 직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확인조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2) 관리방식의 개선

현행 관리방식은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이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 많은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FGI 참석자의 대부분은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급자 선정

에서부터 지원⋅환수까지 책임지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운영체계를 참고하여, 

주택바우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택바우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필요》 서○○, 종로구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5% 초과∼60%를 파악하고, 자격변동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시스템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

《주택바우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필요》 이○○, 구로구

“주택바우처 수급자선정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예산문제로 현재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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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금지원사업을 살펴볼 필요》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팀에서 따로 검증했다고 들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기 전에,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수급자선정 체계를 한 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개요 : 2019년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2020년부터 시행된 월세지원제도임.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세∼29세인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최대 10개월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월세금액

까지만 지원
❍ 신청자격 및 검증
  ╴2020년 1월에 조직된 청년월세지원팀이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대상자선정 및 발표, 지급업무까지 

담당함(서류 검증기간인 10주∼12주 동안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활용).
  ╴2020년 8월에 선정된 수급자는 서울시 블록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서울시 블록체인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40여 종의 비대면 검증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2020년 7월부터 중간지원조직인 청년월세상담센터(민달팽이유니온 운영)는 임대인⋅임차인 변동사

항과 월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월세이체증’ 확인, 주거상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도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구  분 자격기준 확인내용
검증방법

최  초 현  재

거  주
요  건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신청자가 직접 서류 

제출
좌  동

소  득
요  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 서울시 블록체인 

시스템 활용

제  외
대  상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한국감정원에 확인 
요청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서울시 세무과에 

확인 요청
좌  동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 서울시 블록체인 

시스템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보건복지부에
확인 요청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세무과에 

확인 요청
좌  동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세무과, LH, 
SH에 확인 요청

좌  동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신청자가 서류 제출
서울시 블록체인 

시스템 활용

[표 3-2]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선정 및 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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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달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급기간을 설

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담당직원의 입장에서 수

급자관리의 용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수급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지급기간이 설정될 경우, 최초 선정 시보다 소득이 

향상되면 부정수급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하지만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를 보조한다는 제도의 성격⋅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급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지급기간이 설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변동사

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주택바우처의 대상자는 소득의 편차가 큰 직업을 가진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

득 산정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국

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따라 지침(‘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

내’)이 만들어져 있어, 소득 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침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격취득 후 지급기간의 설정 필요》 서○○, 종로구청

“공공임대주택은 입주하는 시점에만 자격조사를 진행하고 거주하는 2년 간 자격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명확한 중대 사유가 없는 한 자격박탈은 가능하지만, 환수(퇴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바우처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지급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급자나 관리자 입장에서 모두

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 중략 … 일용직 중에는 대상자 선정시점에는 소득이 없어 주택바

우처 수급자로 선정되고, 이후에 일을 많이 하여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매

달 자격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그렇게까지 제도를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자격취득 후 6개월 정도의 지급기간 설정》 이○○, 구로구

“자격취득 이후 지급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면, 담당자 입장에서 관리가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

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수급자의 소득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급여에 대해 변동처리를 해서 중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액 지원사업의 경우는) 지급

기간을 명시하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한 행정업무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중략 … 행복e음 외에 소득⋅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매달 수

급자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매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확

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초 신청 시에만 소득⋅자산을 확인하고 지급기간을 명시하는 방식

으로 운영하면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 중략 … 지급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짧게 설정하고, 6개월째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형태로 운영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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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산정기간의 연장 필요》 서○○, 종로구

“현재 (주택바우처) 소득기준은 3개월간의 평균소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산정기간을 연장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건설일용직의 경우 계절별 소득편차가 크게 나타

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 평균소득으로 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기간의 설정 및 연 1회만 확인조사》 김○○, 성북주거복지센터

“자격취득 후 바우처를 지급하는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에 지급하고, 수급자격을 연 1회 확

인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에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명시》 서○○, 종로구

“지금까지 신청서에 거주지, 가구원수, 소득 및 자산의 변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에 집단면접을 준비하면서 신청서를 다시 점검

하다가 변경사항에 대한 의무신고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청서에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명시》 이○○, 구로구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신청서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만 신청서에 그러한 문구를 명시하는 것과 수급자가 실제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다

른 문제입니다.”

3) 전달체계

(1) 서울시의 역할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 선정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업무의 역

할⋅책임을 서울시와 분담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도 

인력문제가 있어, 이러한 개선방향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였

다. 역할분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접수⋅소득 및 재산확인⋅주택조사는 

자치구가 담당하고, 보장결정⋅바우처지급⋅환수는 서울시가 담당하여 업무의 책임

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울시의 역할 증대 필요》 서○○, 종로구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120%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신청, 검증, 

지급, 환수 등의 업무를 직접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급자가 젊은 층이어서 서울시가 자체

적으로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2

03

서
울
형
 주
택
바
우
처
의
 운
영
실
태

《서울시의 역할 증대 필요》 홍○○, 도시사회연구소

“서울시가 직접 보장 및 환수결정을 하거나,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

니다. 하지만 자치구도 어려워하는 업무를 소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가능할지 

….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향후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1만 가구까지 (수급자가) 늘어

날 경우에는 서울시가 소화할 수 없을 것이고 …. 자치구가 검토하고, 서울시가 최종결정만 하

는 경우에는 현재의 운영체계와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접수 및 결정, 환수를 모두 

서울시가 담당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검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업무분담 필요》 유○○, 동작구

“자치구가 보장결정을 하고 서울시가 지급을 담당한다면, 굳이 자치구가 매월 예산재배정 신청

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업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업무분담 필요》 서○○, 종로구

“매월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신청한 후에도 수급에서 제외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

니다. 서울시가 지급을 담당한다면, 예산배정을 요청한 후에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바우처는 매월 자치구가 수급자를 파악하여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FGI 참석자의 대부분은 서울시가 

목표 수급자수를 설정하고 자치구별로 할당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자치구가 연간 

수급자 및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자치구의 연간 지급

계획 수립에 대해 서울시의 역할과 의견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치구의 연간 지급계획 수립》 홍○○, 도시사회연구소

“자치구가 수급자수를 예측하여 연간 지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큰 그림 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자치구가 수급자수를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연간 지급계획

을 수립하는 것은 숫자로 드러내는 일인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평

가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책대상자 규모를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한 후에 

이를 25개 자치구에 할당한 ‘평균 수급자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

니다. 이를 기초로 자치구가 연간 지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구의 연간 지급계획 수립》 서○○, 종로구

“자치구가 연간 지급계획을 수립하면, 자치구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거복지센터의 참여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이미 상담자에게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한 소개, 동주민센터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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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

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따라, 신청서작성을 지원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업무도 가능하

다고 하였다. 신청서가 A4용지 1쪽에 간단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굳이 주거복지센

터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소득 및 재산 확인을 통한 수혜자

격 검증의 경우, 주거복지센터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및 선정절차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상담자 또는 발굴한 대상

자에게 주택바우처 신청을 권유하였는데 수급자격 검증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

어, 주택바우처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를 동주민센터로 연계 중, 수혜자격 검증은 수행하기 곤란》 김○○, 성북주거복지센터

“현재도 주거복지센터로 상담하러 오시는 주민에게 동주민센터로 주택바우처 연결업무를 처리

⋅진행 중입니다. … 중략 … (주택바우처) 신청서식이 간단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굳이 주거복

지센터가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혜자격 검증을 위한 소득 및 자산

조사 확인과정이 가장 큰 문제인데 …. 소득 및 자산조사는 주거복지센터가 확인할 수 있는 사

항이 아닙니다.”

《신청서 작성지원과 신청업무 가능》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초장기에는 주택바우처 소개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주거복지센터가 하고 싶은 일은 고시원이나 쪽방 등에서 사시는 분에게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주거복지센터에 상담오시는 분에게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

도록 개선하면, 신청서 작성지원과 (자치구와 협력하여) 신청업무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청 후 자격검증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주택바우처의 신청업무도 가능하지만, 신청 후에 진행되는 자격검증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가 있어 책임감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온돌사업의 경우 주

거복지센터가 자치구로 공문을 보내고, (자치구의)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자산조회 후에 사업

대상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 중략 … 2019년에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주

거복지센터도 고시원 거주가구의 주택바우처 대상자발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에 지원자격에 맞지 않아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 이후 

부담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현장조사 : 주거확인조사

서울시의 운영지침에는 1년에 1회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

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업무 과다,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장조사보다는 임대차

계약서로 대체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34

03

서
울
형
 주
택
바
우
처
의
 운
영
실
태

《주거확인조사 생략》 유○○, 동작구

“현재 주거확인조사 업무는 동주민센터가 주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자치구에 조사팀이 있지

만, 주거확인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의 주거확인조사는 전담기관인 LH공

사가 담당하는데, 주택바우처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주거확인조사를 생략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확인조사 생략》 서○○, 종로구

“주택에 사시는 가구는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시원 거주가구 중에 신규 주택바우처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반드시 

1번 현장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침 때문에, 최초에 1회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고

시원거주 수급가구가 4가구밖에 되지 않지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현

장조사를 나가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자치구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주거확인조사 유선으로 대체》 김○○, 강북구

“강북구는 고시원 거주자 중에 5가구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는 어려워 유선으로 매달 

지원자격을 확인 중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현장조사를 통해 주거복지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을 주거복지센터의 당연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었다. 다만, 주거복지센터도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인력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주거복지센터에게 현장조사 위탁》 홍○○, 도시사회연구소

“주거확인조사 업무는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조사업무를 

주거복지센터가 위탁받아 대행해주면, 주거복지센터는 잠정적 수요를 파악해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수급자 규모를 추측해 나가게 되면서 자치구와 협력관계도 구축될 것 같

습니다. 주거확인조사는 체크리스트를 단순화시켜서 연간 단위로 실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

중략 … 현재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4천 가구 정도는 주거복지센터가 현장조사 가능할지도 모

르겠지만, 목표로 하는 1만 가구는 현장조사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숫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거복지센터에게 현장조사 위탁》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도 현장조사 업무를 통해 전반적인 주거복지 대상자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거복지센터도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공공지원제도에 연계하는 것이 

활동의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업무입니다. 기존의 민간부문 주도의 주거비 지원

사업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우리 센터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주거복지지도를 차

근차근 완성해나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거주사실확인서 같은 것

은 주거복지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직접 실태조사서나 자율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소득자격확인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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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주광경 사진대장, 집주인의 임대면책확인서, 입금확인증 등의 행정서류 첨부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보조업무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바우처 행정지원업무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주택바우처도 현장조사가 필요한 숫자가 많지 않다면, 주거복지센터가 그

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거복지센터 인력의 한계가 있어, 일정 규모 이하면 가능》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현재 일반바우처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중인 고시원 거주자가 자치구별로 평균 5명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거복지센터의) 현장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시원 거주자인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면, 현재 인력으로는 현장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중략 … 주거

복지센터의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바우처 수급자 모두를 현장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정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가능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복지센터

의 경우 상담건수가 많은 곳은 3천 건이 넘는 경우가 있어, 부담스럽지 않는 규모라면 사례관

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거복지센터가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를 담당할 필요》 김○○,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실제로 SH공사 주거복지처에서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뉴딜사업에 해당하는 8명 정도를 월 단위로 자치구에 연계하고, 서비스와 사례관리를 제공･확
인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필요한 작업이긴 했지만, 품이 많이 드는 업무이면서 시간대가 

맞지 않아 응답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중략 … 현재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인

원은 센터장 포함 6명으로 운영되었고, 올해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장조사는 중앙주거복지

센터보다는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거처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상담대상자 상담건수 상담대상자 상담건수 상담대상자 상담건수

단독･다가구주택 155 1,332 385 2,532 253 1,260

연립･다세대주택 63 552 116 908 85 424

아파트 6 28 31 244 31 142

고시원 32 280 57 628 54 307

사회복지시설 2 11 5 18 1 3

쪽  방 4 18 4 83 5 81

여관 / 여인숙 4 13 5 75 1 32

공공임대주택 93 983 149 1,155 262 910

기  타 11 84 31 318 46 339

계 370 3,301 783 5,961 738 3,498

  주 : 1) 2020년 건수는 11월 2일까지이고, ‘기타’는 비닐하우스, 노숙 등의 경우임.

2) 상담 시에 주택 또는 거처유형을 확인하지 않은 ‘미상’의 경우는 2018년 4,437명(18,376건), 2019년 
12,369명(41,976건), 2020년 10,369명(27,797건)임.

자료 :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2020, 내부자료.

[표 3-3]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실적
(단위 :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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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일반바우처 지원

대부분은 고시원 거주자의 직업, 비용(사실상 주거비 지출) 등을 감안할 때, 일반바우

처 지원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참여자의 대부분이 사회복

지에 기반한 교육･활동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고시원 소유

자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택바우처를 인지하여 사용요금(고시원비)을 인상할 가능성

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고시원뿐만 아니라 쪽방 거주자에게도 일반바우처 지원》 김○○, 성북주거복지센터

“거처형태(주택 / 비주택)에 관계없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모두 주택바우처를 지원하는 것

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바우처 대상으로 분류된 쪽방 거주자도 고시원 거주자와 같이 일반

바우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상 월세인 쪽방도 열악한 주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비주택이라는 이유로 일반바우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

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 및 개선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쪽방을 비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쪽방 거주자는 일용직, 노인층이 많아 목돈을 마련하여 쪽방 이외의 거

처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쪽방에서 퇴거하여 주택이나 고시원

으로 이주할 때 지원하는 특정바우처는 쪽방 거주자에게 효과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특정바우처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정바우처의 목적과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쪽방 거주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에게 일반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의 변경 필요》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직업군이나 거주환경을 보면, 고시원 거주자는 당연히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고시원 소유자가 요금을 올리는 등 인위적 조정을 통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

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급방식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시원 거주자를 일반바우처 대상으로 유지》 이○○, 구로구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은 건설 일용직인 경우가 많은데, 일당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

아 소득기준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재산이 없어서 일용직 일을 통해 고

시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 중략 … 고시원 거주 일용직은 대부분 주거급여 수급자이지만, 주

거급여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되는 사람에게 주택바우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고시원 거주자를 일반바우처로 지원하되, 자격기준 상향 필요》 서○○, 종로구

“빈곤층 중에 고시원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주거급여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거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람 중에 건설일용직에 따른 3개월 소득의 평균이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넘어, 주택바우처 지원자격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탈락된 후에는 

다시 신청하러 오기가 부담스러운지 (동주민센터에) 오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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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바우처의 운영

(1) 운영실태

FGI 참가자가 속한 3개 자치구는 특정바우처를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 서울시의 25

개 자치구 중에 4개 자치구에서 10가구 내외의 특정바우처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정바우처 지원사례 없음》 이○○, 구로구

“구로구에는 특정바우처 지원사례가 없으며, 현재 4개 자치구에서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

는 특정바우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바우처 지원사례 없음》 서○○, 종로구

“종로구도 쪽방 거주자는 있지만, 쪽방에 거주하면서 주택바우처의 특정바우처를 지급받는 사

례는 없습니다.”

《특정바우처 지원사례 없음》 유○○, 동작구

“동작구도 특정바우처 사례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례관리는 어려운 상황

입니다.”

《특정바우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 김○○,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특정바우처는 SH공사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만든 제도인데, 현재는 10가구가 채 안 되는 수급

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상

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쪽방에서 퇴거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을 하여 사회

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쪽방 거주자의 대부분은 제도적으로 특정바우처 대상자가 

아닙니다.”

특정바우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거나, 

중앙정부의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8)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주택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

서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지만, 주거복지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는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맺어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다.

 8) 국토교통부의 주관하에 쪽방, 고시원 등의 비주택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키
고, 자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에서 시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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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나, 여력이 없는 상황》 김○○,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6개월 동안 자치구 평균 100

건 이상의 상담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자치구와 협력관계를 맺어 사례

관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례관리 또는 심층상

담 정도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초반에는 주거복지센터가 가구에게 자활계획을 세워주지만, 

이후에는 일정 기간 주기로 상담하는 것으로 사례관리가 질행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거

주자 및 퇴소예정자도 주거복지센터에서 모두 사례관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여력이 없는 상

태입니다.”

《특정바우처 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인력의 한계》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에 따라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특정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주거

복지센터가 꼭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분기에 1회 정도 상담 및 모

니터링 하는 정도의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 인원은 기존 인원 

3명에 서울시에서 매니저형태로 보내주는 1-2명을 포함하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

울시에서 매니저형태로 보내주는 인력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

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긴급하게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긴급임시주택9)의 관

리, 임대주택 입주 후의 상담 등도 주거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의 구분

특정바우처의 운영의도와 목적은 인지하지만, 실적 또는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감안

하여 일반바우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정

바우처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어서, 실적 또는 성과의 저조함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특정바우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로 편입되고 있다. 대체로 전문가는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를 구분하는 데 동의하

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통합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구분의 필요성은 있지만, 특정바우처 제도의 개선이 필요》 서○○, SH공사

“특정바우처 운영의 의도와 목적은 이해하지만, 운영실적이 적다면 특정바우처의 목적이나 대

상뿐만 아니라, 일반바우처와의 통합 여부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바우

처는 빈곤층의 주거상향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쪽방에서 퇴거할 때 바우처를 지급하는 논리는 맞지만, 실제로 운영한 결과 특정바우처

를 지급받는 대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바우처의 실적이 없으면 조건을 완화

하여 대상자를 늘리거나, 일반바우처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9) SH공사⋅LH공사가 자치구(시･군･구)에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치구는 주거복지센터 등에 운영을 맡기면, 운
영주체가 단기에 걸쳐 주거상실⋅퇴거위기 등의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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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불필요》 서○○, 종로구청

“쪽방 거주자는 거의 대부분이 주거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굳이 특정바우처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4월부터 특정바우처 대상자의 사례관리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지만, 종로구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는 주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동주민센터 담당자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업무처리 상

의) 목적입니다. 주택 또는 거처조사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특정바우처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바우처로 통합 필요》 김○○, 성북주거복지센터

“쪽방 거주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주택이 아니

라는 이유로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주택 / 준주택 

거주자가 본인의 주거공간이 주택인지 비주택 / 준주택인지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적습니다. 

특정바우처의 실적 또는 성과가 없다면, 일반바우처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바우처 대상자발굴 자체의 어려움》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로 한부모가정･미혼모시설, 청소년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가구가 1년에 몇 분씩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또는 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찾아오지 않는 한, 발굴은 어려운 상황

입니다. … 중략 … 비주택⋅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는 1년에 10건 내외입

니다. 우리 센터는 청소년시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10건 정도이고, 다른 센터는 5-6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쪽방 거주자는 없고, 고시원 거주자는 한 달에 5-6명 이상 꾸준히 

상담하고 있습니다.”

6)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확대

(1) 소득기준 완화

현재의 소득기준으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면, 주거급여 확대에 따라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제도의 필요성이 줄어들

어, 제도 자체가 존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지원대상 범위가 좁고 

지원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도움을 받거나 필요로 하는 수급자 / 대상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제도의 폐지보다는 지속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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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존속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 구로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서울형 주

택바우처는 없어질 수도 있는 제도라는 생각됩니다. 2개의 지원제도가 함께 공존하기에는 너

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의 기준이 완화될수록 주택바우처의 대상자는 적어질 수밖

에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 입장에서는 매월 월임대료를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유지되

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 인정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제도에서 모두 탈락할 경우에 주택바우처 수급을 통해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바우처를 유지할 필요》 홍○○, 도시사회연구소

“현재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지를 논의된 후에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와 

애매한 경계에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주거급여 지원기

준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존속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으니, 큰 틀에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원기준을 소득평가액으로 바꾸었으니, 한 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

니다. 주택바우처 폐지이유로 현금급여제도 폐지의 곤란성이나 보조금액의 수준 등은 타당하

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바우처를 폐지한 후에 현금성 보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면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할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2020년 9월부터 소득기준이 소득인정액에서 소득평가액으로 개선되어 대상자 확대

에 유리하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재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본자산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제도개선 후 기간이 짧아 개선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 사례는 미미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소득평가액 개선은 전반적으로 수급자에게 유리》 유○○, 동작구

“올해 9월부터 지원기준이 소득평가액으로 바뀌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되었지만) 정책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

는데, 일단은 신청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개선된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주택바우처 수급자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이 소득평

가액으로 바뀌었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는 합니다.”

《소득평가액으로 개선에 따라 선정된 수급자 사례는 아직까지 없음》 서○○, 종로구

“지원기준이 소득평가액으로 바뀐 이후에 소득⋅재산이 적어서 주택바우처 수급자로 선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평가액만으로 처리하여 신

규 수급자로 등록된 사례는 없습니다.”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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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소득기준 완화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소득기준을 완

화하는 것보다 다른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에 맞추어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기존 자료를 이용한 시뮬

레이션 결과에 따라, 우선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5%로 완화》 김○○, 성북주거복지센터장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10).”

《소득기준 확대보다는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 서○○, SH공사 주거복지처장

“주택바우처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지,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70%로 조금 완

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기준의 완화를 통한 수급자 확대 필요》 이○○, 구로구

“주택바우처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수급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에 

주택바우처 수급자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바뀌면서 1만 가구로 증가한 것 같은데, 제

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수급자를 1만 가구로 확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70% 또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준 통일》 홍○○, 도시사회연구소

“내년에 유형통합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기준중위소득의 150%까지 완화하는 것으

로 입주자격이 정리될 예정이니, 그때 연동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는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8천 명 내외의 수급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70%까지 올리는 

것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기준을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

도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로 통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각각의 사안/제도별로 

다른 기준을 세워놓고, 나중에 확인하면서 서로 끼워 맞추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복

지기준을 통일하여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독자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급자 선정⋅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자 확대에 따른 업무 과중, 행정비용 증가, 부정수급 증

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10) 코로나19 감염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2020년 8월부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완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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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 후 소득기준 완화가 바람직》 서○○, 종로구

“수급자 선정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70% / 80%로 상

향 조정하는 것은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 범위를 넓힐수록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에서 수기로 검토해야 하는 수급자가 많아져 결국에

는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검증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완비한 후에 소득기준을 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선정 및 관리시스템 마련 후 소득기준 완화가 바람직》 김○○,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신청 또는 수급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 자격기

준이나 수급가구 규모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적 허점을 이용할 우려》 서○○, 종로구

“소득기준을 완화할수록 저소득 직종, 프리랜서 등의 젊은 층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러한 대상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2)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 완화

현재 민간 (보증부)월세주택,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택바우처를 공공

임대주택, 전세주택 거주자에게도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거주자의 경우, 경제력과 거주환경이 열악한 경

우가 있어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주택 거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유○○, 동작구

“주택바우처는 민간 전세주택과 고시원 거주자만 해당되는 조건이 수급자를 제한하는 이유 중

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에 거주하시는 가구도 소액보증금이고, 

열악한 거주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런 가구는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

거급여에서 탈락되어도 주택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중략 … 주거급여는 주

거유형과 점유형태에 따른 제한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주택 거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얼마 전에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했는데, 주거급여 수급에서 탈락하여 월세 부담이나 전세 이자

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수급

대상자 발굴 어려움이나 신청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주택바우처의 도움이 필요

한 계층이 분명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전세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수급

자격을 열어주어, 월세의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차상위계층에게 보조해주는 복지제도로 현장

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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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발굴을 위한 홍보

주택바우처 수급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보다는 기준중위

소득의 45% 초과∼60%인 대상자 중에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가구가 적기 때문이라

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45%까지 완화됨에 

따라,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향후 기준중위소

득의 50%까지 확대되면, 현재의 주택비우처 지원기준하에서 수급자발굴은 더욱 어려

워질 것이다. 수급자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현실화하

는 것이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자발굴의 어려움》 서○○, 종로구

“주택바우처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요인은 적극적인 홍보 부족과 수급자발굴 미흡보다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바우처 자격요건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중에 상당수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수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

문입니다. 주택바우처 수급기준에 해당하지만, (새로 발굴할 수 있는) 수급자는 거의 없는 상황

입니다.”

《수급자발굴의 어려움》 이○○, 동작구

“주거급여의 정책대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새로 발굴할 수 있는) 주택바우처의 수급자는 거

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상담을 진행하면서 주택바우처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

되어 신청을 권유할 수 있지만, 신청 후 자격검증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홍보 및 연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도에 대한 홍보보다는 

주거복지센터와 동주민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상담자료, 현장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사

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청 후 지원조건 부적격으로 인한 탈락 우려로 홍보에 부담》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를 찾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신청 후에 지원조건 부적격으로 인해 선정이 안 될 우려가 있어 섣불리 홍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홍보 필요》 홍○○, 도시사회연구소

“지원기준을 소득평가액으로 바꾸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

다. 의외의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을까요? … 중략 … 주거복지센터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거복지센터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서 밑바닥 데이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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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대상자가 생각보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7)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 도입

노후주택이 많은 서울의 주거상황을 감안하여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주택바우처 제

도로 흡수하여 수선유지를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주

택바우처를 도입하기 위해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전문가도 있

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저소득층 거주주택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주택바우처 제도로 흡수》 서○○, SH공사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폐지하여 주택바우처 제도로 흡수한 다음에, 노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정책대상자에게 현물개량(수선유지보조)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통합할 경우 주택바우

처가 체계적이고 규모도 있는 제도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주택바우처 제도로 흡수》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내에서 노후 임대

주택을 수선･개량하는 것은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불편한 부분의 해소와 직결되기 때문

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주택바우처 제도로 흡수》 유○○, 동작구

“현재 희망의 집수리사업 경우 한도가 120만 원인데, 지원해준다고 해서 (수혜가구가) 무조건 

좋아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고, 절차가 번거로워서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취소하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여 집행하고 난 후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보다 예산이 적어서 공사내용과 범위의 한계가 존

재합니다. 주택바우처와 통합되면, (주택개량)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주택바우처 제도로 흡수하는 것에 우려》 홍○○, 도시사회연구소

“희망의 집수리사업과의 통합은 주택바우처의 새로운 유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

만 이렇게 되면 현재 희망의 집수리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택바우처 유형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택바우처는 사회주택 운영지원, 긴급임시주택 추가확보와 연계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회경제조직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사회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주택바우처를 지원하여, 사실상 

사회주택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주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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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바우처 중에 사업기반 바우처(PBV)를 참조하여, 긴급임시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

하는 데 주택바우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택과 연계한 주택바우처 신설》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서울시의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어서 공공지원의 한계가 있

습니다. 사회주택 운영지원의 측면에서 입주자 가운데 미혼모, 시설퇴소 청소년, 비주택 퇴거

자 등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임시주택 확대와 연계한 주택바우처 신설》 정○○, 은평주거복지센터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퇴소한 후에 잠시 동안 우리 센터가 보유한 긴급임시주택에서 생활하

시다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아파트에 들어가신 분이 있긴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센터가 보유한 긴급임시주택은 2호인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소

한 5호 정도는 되어야 필요로 하시는 분을 입주･순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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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 정책적 시사점

2002년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월임대

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좁은 정책대상자 범위로 인한 정책수

혜자 규모, 적은 보조금으로 인한 정책의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3년 이후 주택바우처는 수혜가구수가 1만 가구에 달하고, 가구당 보조금도 연간 

60만 원 정도인 프로그램으로 발달하였다. 하지만 2018년 중앙정부의 주거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수혜가구수가 5천 가구(2019년)에도 미달한 프로

그램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9월부터 소득기준을 변경하고 가구당 보

조금을 상향하였으나, 여전히 수혜자규모 감소와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FGI에 의한 조사결과,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면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상당수

의 월임대료가 부담되는 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의 수급가구 선정기준에 맞추어 지원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단, 지원가구 증가와 

그에 따른 예산부담 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기준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

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의 사업목표와 장기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실적과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다.

둘째,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 대상자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쪽방(비주택) 거

주자는 특정바우처, 고시원 거주자는 일반바우처 대상자인데, 주택정책 측면에서 구

분의 필요성이 없다. 서울시는 ①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기본적인 주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② 일반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특정바우처를 지원하여 쪽방(비주택)에서의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바우처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고시원은 준주택11)이기 때문에 일반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고시원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에 열악한 환경인 곳이 대부분이고, 고독사⋅

11) 인구의 고령화,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가능한 주거시설(기숙
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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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다. 게다가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월임대료

가 아닌 공간사용료에 각종 공과금과 서비스요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준주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고시원은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본적 요소인 물리적 적정

성⋅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공공의 정책목표는 고

시원을 준주택에서 제외하고, 부담가능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달체계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여 자치구의 책임 및 업무부담을 줄여주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신청⋅접수부터 소득⋅재산 확인, 주택

조사(신청조사),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지원대상 관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

무를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상황이다. 이미 사회복지업무가 과중

한 상태인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의 담당직원은 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발굴 및 수혜가

구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택바우처 업무처리

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바우

처는 주거급여와 법정 차상위계층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를 위한 시혜적⋅선택적 성격

의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주체는 서울시이므로, 전달체계 내

에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주택바우처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

요하다. 대체적으로 자치구의 담당직원은 단기에 전달체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에 반해 전문가는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장기에 걸쳐 꾸준히 추진하여

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9년이 된 상황에서, 수급자 선

정 및 관리를 범용 스프레드시트와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의 업무가 과

중되고,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생략하거나 간단한 방식으로 대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주거복지센터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대상자를 발

굴하는 등 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의 주거취약계층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비지원, 긴급주거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다.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가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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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협력 또는 업무분담을 통해 그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지원할 경우, 수급자발굴 및 관리가 현재보

다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민간의 자원⋅활력을 이용하여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

바우처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주거지원정책은 공공임대주

택,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주택개량 등이다. 이 가운데 임대료 / 주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정도로 인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이 자리를 잡으면

서, 주택개량은 도시재생⋅가꿈주택이 등장하면서 주거복지를 주택정책적 지원프로

그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민간부문을 활용한 (협의의) 사회주

택, 긴급임시주택 등이 공공의 주거지원정책으로 편입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이 민간

에게 요구하는 공공성에 비해 지원하는 자원이 적어, 주택정책의 위상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미국 주택선택바우처의 사업기반바우처(PBV)처럼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주택, 민간소유의 저렴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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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영국의 주거급여와 지역주택수당

1) 정책배경 및 과정

영국에서 주거비 보조제도는 1930년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지불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시작되었다12). 1972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할인(Rent Rebate)

과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협회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수당(Rent Allowance)이 의

무화되어 지방정부에서 실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1982년 ｢사회보장･주거급여법

(Social Security and Housing Benefit Act)｣이 제정되면서 주거관련 보조금들을 

포함한 통합적인 주거비 보조제도로 재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인증주거급

여(Certificated Housing Benefit)와 지방정부의 표준주거급여(Standard Housing 

Benefit)로 이원화하여 운영되었다. 1986년에는 ｢사회보장법｣에 의해 주거급여

(Housing Benefit)로 일원화되면서 주거비 보조제도가 정착되었다.

보수당이 집권한 1980년대 이후에는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되었고13), 임대료도 대폭 인상되었다. 반면에 소

득 및 자산조사를 통한 주거비 보조의 비중은 확대되었다. 이는 빈곤층 세입자들을 

위한 대인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표적화를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12) 당시의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주택품질이 양호하여 건축비⋅재료비 등이 비쌌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
운 임대료 수준이었다. 1930년 ｢주택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임대료할인이 적용되는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는 10% 이하였다(海老塚良吉, 2010; 박은철, 2011).

13) 1981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불하정책(Right to Buy), 1988년부터 지방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주택조합에게 매
각하는 대규모 소유권이전정책(Large-Scale Voluntary Transfer: LSVT)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81년∼2008
년에 260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거주자에게 불하되었으며, 1988년∼2006년에 100만호 가량이 주택조
합에게 매각되었다(Stephens, M., Elsinga, M. and Knorr-Siedow, T., 2008).

04. 주요 선진국의 주거비 보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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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편 1988년 이전에는 임대료사정관(Rent Officer)이 공정임대료(Fair Rent)를 결

정하면, 임대인은 그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춰야 하였다. 그러나 1988년 ｢주택법｣에

서는 공정임대료를 주거급여에 필요한 기준으로만 활용하게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함

께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였으며14), 주거비 보조에 대한 재정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 10월에 영국정부는 주거급여체계에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제한을 없애기 위해, 임대료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지역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LHA)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LHA는 약 6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치고, 2007년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의 주거비 

보조제도는 주거급여와 LHA으로 양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구  분 주거급여(HB) 지역주택수당(LHA)

정책대상

╴2008년 4월 이전 주거비 보조를 신청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규제임대차 임차인(1989년 1월 이전 임대
차계약)

╴2008년 4월 이후 주거비 보조를 신청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적정주택규모
산  정

╴가구원수 및 가구구성에 따른 적정 침실수
(최대 침실수 : 4개, 최대 거실수 : 3개)

╴가구원수와 가구구성에 따른 적정 침실수
(최대 침실수 : 4개)

LHA rate
(적정임대료)

산  정

╴해당 임차가구에 대한 적정 주택규모를 고
려하고, 기존의 거주주택과 유사한 품질 
및 시설을 갖춘 주택의 평균 임대료(적정
임대료) 수준으로 설정

╴지역마다 주택규모별 임대료의 30분위 값
으로 LHA rate를 설정(단, 주택규모별 한
도 있음)

보조금 지급
╴임차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지급
╴신청 시에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되

도록 선택 가능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 시에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선

택 불가능

기  타
╴임차인이 입주 전에 적정임대료를 알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사정관의 사전임대차결정 
필요

╴임차인이 직접 정부의 공공서비스 통합정
보 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가구구성에 
따른 지역별 LHA rate 확인 가능

자료 : Shelter, 2011, Shelter advice booklet: housing benefit.; 박은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
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68.

[표 4-1] 영국의 주거급여와 지역주택수당 비교

14) 1989년 주당 18파운드에서 1990년 주당 24파운드로 상승하였다. 최복천 외, 2018,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주요
국 사회보장제도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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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제정하여 ‘급진적 지방분권화’를 이행하였는

데,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공동체가 주택공급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

었다15). 2012년에는 「복지개혁법(Welfare Reform Act 2012)」을 통해 마련한 통합

급여(Universal Credit: UC) 체계는 개별적으로 분산･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 급여

를 단일화하였다. 이는 제도를 단순화하여 정책대상자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며, 부정수급의 발생가능성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 가구당 근로

시간이 길거나, 미성년자녀⋅장애인자녀가 있는 경우에 보조금이 많아지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저소득층⋅실직자의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UC 수급자격 확인

계정 설정 및 급여 신청

Jobcentre Plus와의 인터뷰

최초수급 전 대출 신청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

상황변화 보고
╴구직⋅실직, 임신⋅출산, 이사, 돌봄, 은행계좌의 변경, 임대료

의 변동, 건강상태의 변화, 소득의 변동 등

╴급여 청구 시점에서 5주 후부터 급여 개시

╴최초수급을 기다리는 동안의 청구서⋅생활비 등에 대해 대출 신
청이 가능함.

╴필요 시 근로능력평가 실시

╴온라인 계정을 통해 은행계좌, 전자우편, 주택, 소득, 저축⋅투
자, 보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저소득층⋅실직자, 18세 이상, 국가연금연령 미만, 16,000파운
드 이하의 자산, 영국 내 거주 등

자료 : 영국의 통합급여 홈페이지(https://www.gov.uk/universal-credit).

[그림 4-1] 영국 통합급여 체계에 의한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절차

통합급여 체계에 의해 단일화된 사회보장 급여는 주거급여,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소득지원(Income Support), 소득기반 구직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소득연계 고용･지원수당(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등이다. 주거급여⋅지역주택

수당과 다르게, 통합급여는 수급자에게 월급처럼 1개월에 1회씩 은행계좌로 지급된

다. 2019년 12월 현재 통합급여 수급자는 273만 명으로 집계되어, 당초에 2018년에 

15) 하지만 2016년 ｢주택 및 계획법(Housing and Planning Act)｣을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공
급자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현재의 HCA(Homes and Communities Agency)는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공
급자의 ‘재정적 생존력’과 ‘지배구조’에 자원을 집중하고, 임차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상황
이다. The Guardian, 2013년 6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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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원대상 및 실적

영국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 거

주자의 임대료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08년에 지역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LHA)을 도입함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주거비 보조를 신청한 민간임

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LHA으로 지원하고 있다. LHA 도입에 따라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LHA 수

혜자격은 매년 심사를 통해 갱신되며, 주거환경 및 가구구성이 변경될 경우에는 임차

인의 요청에 따라 LHA 보조액이 다시 산정된다. 자산이 1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친지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업학생, 망명자 등은 주거급여 및 LHA를 지

원받을 수 없다.

구  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지방정부
1,505.5

(33.9)
1,467.3

(30.0)
1,436.3

(28.5)
1,360.5

(28.2)
1,258.6

(28.4)

사회임대인
1,685.8

(38.0)
1,863.9

(38.1)
1,933.9

(38.4)
1,912.4

(39.7)
1,823.7

(41.2)

소  계
3,191.3

(71.9)
3,331.2

(68.1)
3,370.1

(66.9)
3,273.0

(67.9)
3,082.3

(69.6)

민  간
임대주택

규제임대차
53.6

( 1.2)
44.9

( 0.9)
36.0

( 0.7)
28.7

( 0.6)
23.1

( 0.5)

지역주택수당
680.9
(15.4)

1,200.5
(24.5)

1,395.2
(27.7)

1,335.4
(27.7)

1,176.2
(26.6)

non-LHA
509.8
(11.5)

316.2
( 6.5)

234.7
( 4.7)

181.3
( 3.8)

145.8
( 3.3)

소  계
1,244.3

(28.1)
1,561.7

(31.9)
1,665.8

(33.1)
1,545.5

(32.1)
1,345.1

(30.4)

전  체
4,435.7
(100.0)

4,892.9
(100.0)

5,036.0
(100.0)

4,818.4
(100.0)

4,427.4
(100.0)

자료 : DWP, 2018, Housing Benefit Caseload Statistics: Housing Benefit claimants by tenure.

[표 4-2] 영국의 주거비 보조 수혜가구 추이
(단위 : 천 가구, ( ) 안은 %)

2017년 기준 영국(Great Britain)에서 주거비 보조를 받고 있는 가구는 443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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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로 나타났다16)([표 4-2] 참조). 주거비 보조 수급가구는 2009년 444만 가구

에서 2013년 504만 가구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3년 

통합급여 체계가 도입되어, 통합급여와 주거급여⋅지역주택수당을 동시에 수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거급여⋅지역주택수당 등의 수혜가구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수급가구별 평균 보조액은 2017년 주당 99파운드로, 2012년 주당 89파운드에 비해 

10.9%p 증가하였다.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보조액은 

주당 88파운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보조액은 주당 108파운

드로 나타났다. LHA 평균 보조액은 110파운드인데, 2016년 이후 동결되어 2020년

까지 110파운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지방정부  74.48  76.17  79.05  81.88  82.78  82.28

사회임대인  84.13  86.05  89.45  92.50  93.95  94.40

평  균  79.30  81.11  84.25  87.19  88.36  88.34

민  간
임대주택

규제임대차  83.25  86.96  90.56  93.56  96.94 100.83

지역주택수당 107.80 106.19 107.24 108.92 110.21 110.46

non-LHA 104.38 104.68 106.27 108.38 111.55 115.09

평  균  98.47  99.28 101.36 103.62 106.23 108.79

평  균  88.89  90.19  98.80  95.40  97.30  98.57

자료 : DWP, 2018, Housing Benefit Caseload Statistics: Housing Benefit claimants average weekly 
award by tenure.

[표 4-3] 영국의 주거비 보조의 평균 보조액
(단위 : 파운드/주)

한편 주거비 보조에 따른 지출에서 노동연금부(DWP)가 부담하는 비중은 97% 이상

으로 나타나, 중앙정부가 주거비 보조를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영국의 주거급

여 재원은 2014-15년 2,430억 파운드를 최고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8-19년 

2,070억 파운드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3년 통합급여 체계의 도입으로 주거비 보조 

수혜가구가 2014년 500만 가구에서 2017년 450만 가구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주

거비 보조 중에 임대료수당 성격의 보조금은 73%∼74%, 임대료할인 성격의 보조금

은 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의 부담분은 2014-15년 1.9%에서 

2018-19년 2.6%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6) 2017년 기준 영국의 가구수는 2,686.0만 가구이다.



55

서
울
형
 주
택
바
우
처
 운
영
실
태
와
 개
선
방
안

구  분
2014-15년 2016-17년 2018-19년

지출액 비  중 지출액 비  중 지출액 비  중

노동연금부(DWP) 23,753 97.7% 22,894 97.7% 20,197 97.4%

임대료
수  당

사회주택 9,040 9,176 8,526

민간임대 8,868 8,077 6,681

소  계 17,908 73.6% 17,252 73.6% 15,208 73.4%

임대료
할  인

주  택 5,260 4,979 4,381

비주택 585 663 609

소  계 5,845 24.1% 5,642 24.1% 4,989 24.1%

지방정부 564  1.9% 546  2.3% 533  2.6%

전  체 24,317 100.0% 23,441 100.0% 20,730 100.0%

자료 : DWP, 2019, Benefit expenditure by country and region.

[표 4-4] 영국의 주거비 보조 지출액
(단위 : 백만 파운드)

3) 전달체계

(1) 행정절차

주거비 보조제도는 정책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급자격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미성년자녀 

유무, 가구주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정부에서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가 정책을 수립하고,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정

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주거비 보조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주거

급여 및 LHA에 대한 신청접수, 자격요건 확인, 보조금 지급 등의 행정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수급가구에게 주거급여 및 LHA를 지급하면, 노동연금부

가 지방정부에게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상방식으로 운영된다. 

주거급여 및 LHA 지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과다지급(overpayment)이 확인될 경우

에, 노동연금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다. 2019-20년에 영국의 

사회보장 급여의 과다지급률은 2.4%(46억 파운드), 과소지급률은 1.1%(20억 파운드)

로 나타났다. 주거비 보조제도인 주거급여 및 LHA는 과다지급률이 2018-19년 6.3%

에서 2019-20년 6.0%로 낮아졌으나, 사회보장 급여 중에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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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UC)는 같은 기간에 과다지급률이 8.7%에서 

9.4%로 증가하였다17).

노동연금부가 보상방식의 보조금, 별도의 행정예산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이유는 ① 급여제도 운영상의 오류를 줄이고, ②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및 오류에 대응

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행정상 오류(official error)가 기준치 미만일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100%의 보상과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18). 기준

치의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상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급여 신청
또는

상황변경 보고

신청 확인

지급 및 회수

보조금 처리

╴신청자 : 지방정부에 급여 신청 또는 사회･경제적 상황변경 보고
╴노동연금부 : 다른 사회보장 급여의 변동사항을 지방정부에 공지, 매월 부정수

급 위험성이 높은 신청사례 선별

╴지방정부 :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수급자격 요건 확인, 부정수급 
위험 또는 다른 정보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확인작업

╴노동연금부 : 지방정부를 위한 지침 마련,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정부 : 주거급여 및 LHA 지급(급여 결정 후 평균 23일 소요), 과다지급 
확인 및 회수 노력

╴지방정부 : 매년 모든 급여신청 사례의 세부자료와 함께 보조금 요청서 작성
╴감사기관 : 보조금 요청서가 급여요청, 급여수령, 요청 보조금액 등에 대한 주

요 서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신청 사례에 대해서 매년 
샘플링조사 실시

╴노동연금부 : 매년 지방정부에 주거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부적절하게 요청된 
보조금을 회수하며, 매년 지방정부에 행정보조금 지급

자료 : National Audit Office, 2014, Housing Benefit fraud and error, p.14; 서울연구원, 2015, ｢SH공
사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운영방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p.77의 그림을 수정･보완함.

[그림 4-2] 영국 주거비 보조의 행정절차

한편 영국은 지방정부와 노동연금부 외에 독립적인 감사기관이 급여신청의 적절성 여

부에 대해 매년 샘플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감사기관은 신청자의 보조금 요청

17) 자세한 내용은 DWP, 2020. 5, Fraud and Error in the Benefit System 2019/20을 참조할 것.

18) 지방정부가 청구인의 잘못 등으로 인한 과다지급이 발생한 사례를 발견하여 급여를 회수할 경우에는 과잉지급액의 
140%를 보상받게 되며, 이 가운데 40%는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실제로 지방정부는 확인된 과다지급액 중에 
약 2/3 정도를 회수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연구원, 2015, ｢SH공사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운영방안｣, 서
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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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급여요청, 급여수령, 요청 보조금액 등에 대한 주요 서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급여액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2) 주택방문조사

주거비 보조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급여담당자(Benefit Officer) 또는 방문조사

담당자(Visiting Officer)가 신청자의 주택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주거급여 및 LHA 수급가구의 신청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임대료 지불 여부를 확인

하며, 신청가구가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확인항목은 소

득명세서, 은행 등의 계좌정보,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불내역, 급여 및 세금공제 

증명서 등이다. 거동불편⋅문맹 등의 이유로 담당 공공기관 방문신청,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신청자를 위해 주택방문을 통해 주거급여 및 LHA 신청을 

지원하기도 한다. 주택방문조사 과정에 신청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사회보장 급

여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및 LHA가 필요한지, 수혜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 급여담당자 / 방문조사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서울연구원, 

2015).

  ╴급여평가팀(Assessment Team) 요청에 의해 수혜가구의 수급기준을 재평가하기 

위해 주택을 방문한다.

  ╴모니터링 및 검토와 관련하여 특정 사안이 법적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하고, 사회

보장 급여의 접수 및 지급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급여검토체계(Verification Framework)에 따라 부정수급과 오류를 최소화한다.

  ╴기회의 평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

향으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한다.

  ╴방문조사 활동을 하는 동안에 개인 또는 가구가 사회복지 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방문조사 활동 중 수급신청에 부정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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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수급조사 및 모니터링

영국의 주거비 보조사업에서 2018-19년 과다지급액은 13억 파운드, 2019-20년은 

11억 파운드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신청자 오류는 1.7%, 행정상 오류는 0.5%

∼0.6%, 부정수급은 3.7%∼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조사 

및 모니터링은 부정수급조사관(Fraud Investigation Officer)과 급여담당관이 담당

하고 있다19). 부정수급조사관과 급여담당관은 급여신청자의 주택을 방문하여 신청내

용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에

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부정수급 신고 및 확인

╴정부 홈페이지(Direct Gov website)
╴우편신고
╴사회보장 급여의 부정수급 핫라인
╴노동연금부의 데이터 확인

종  료

기소 결정
경고 결정

부정수급자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기소 

대신에 형사처벌을 제안

과태료 결정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기소 대신에 

과태료를 제안

승  인미승인

제  안

승  인

제  안

승  인

고객준법감사팀

수급자와의 대면 인터뷰

부정수급조사과

급여 부정수급사례 조사

유  죄 무  죄

자료 :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15, Housing Benefit Recoveries and Fraud 
National Statistics 2014/2015 Q1 & Q2 Data; 서울연구원, 2015, ｢SH공사의 서울형 주택바우
처 및 주거급여 운영방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p.77의 그림을 수정･보완함.

[그림 4-3] 영국의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처리절차

지방정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행정 및 부정수급조사 담당자와 고용자

19) ｢사회보장행정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고용한 사람, 지방정부로부터 권한
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고용된 개인, 정부부처의 공무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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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부정수급조사관과 급여담당관은 자신과 가까운 친

족이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통합급여책임자(Benefits Manager)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th Norfolk, 2011). 부정수급 조사담당자의 직권남용이 

확실할 경우에는 감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히 부정

수급조사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훈련이 제공

된다. 지방정부 부서에 배치되기 전에 통합급여팀 직원은 부정수급인지훈련(Fraud 

Awareness Training)을 받아야 하며, 배치 후에도 매년 이 훈련을 받고 있다.

4) 지역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LHA)

(1) 제도 도입 및 최근 동향

영국은 1979년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국가개입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을 통한 주택공

급을 장려하는 한편, 사회주택의 사유화정책(Right to Buy 및 Right to Acquire)을 

통해 주택의 자가보유를 장려하였다. 동시에 주거서비스 정책은 대물보조 중심에서 

대인보조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4월에 LHA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

대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혜가구의 급여 지급방법을 개편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을 줄이고자 하였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

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LHA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LHA 수혜자격은 매년 심사를 

통해 갱신되며, 주거환경 및 가구구성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LHA 금

액이 다시 산정된다. 자산이 16,000파운드를 초과하거나 친지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업학생, 망명자 등은 LHA를 지원받을 수 없다.

최근 영국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법정홈리스

를 줄이는 것이다(Crisis, 2019). 잉글랜드에서 법정홈리스는 2010-11년에 188.8천 

가구20)로 추계되었으나, 2019-20년에는 288.5천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법정홈리

스의 증가에는 보장단기임대차(Assured Shorted Tenancy: AST) 기간만료가 상당

히 많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 상승하는 임대료와 

동결된 LHA 지원액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홈리스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것

20) 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1, Homelessness Prevention and 
Relief: England 2010/11 Experimental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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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홈리스상태에 처해진 원인
2018-19년 2019-20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기간 만료 64,590 24.0 64,100 22.2

가족해체 또는 관계단절 66,250 24.6 74,130 25.7

부득이한 가족이별 21,360 7.9 22,640 7.8

가정폭력 등 28,490 10.6 32,840 11.4

공공임대･사회주택의 임차기간 만료 13,090 4.9 15,290 5.3

지원주택에서 퇴거 8,330 3.1 10,640 3.7

기타(난민, 자연재해, 파악불가 등) 67,400 25.0 68,840 23.9

합  계 269,510 100.0 288,480 100.0

자료 : MHCLG, 2020, Statutory homelessness live tables: 2020 Q1, England.

[표 4-5] 영국(England)의 법정홈리스 현황

홈리스의 증가추세를 줄이면서 홈리스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저소득

층을 위한 적정가격의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고를 확보할 때까지 민간임대주택 부문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임대주택 부문에서 임차인은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장단기임대차가 도입된 이후 민간임대

주택의 계약기간은 대개 6개월∼12개월 정도로 짧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원

하면,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홈리스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LHA는 민간임대주택 부문에서의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중앙정부가 

지원상한선 설정을 위한 LHA rate를 낮추면서 시장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

에 이르렀다. 2011년 이후 LHA rate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역임대료의 50%를 지

원하는 수준에서 1/3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LHA rate가 인하되기 시

작한 2011년 4월 이후부터 법정홈리스는 41%(런던에서는 64%)가 증가하였으며21), 

임시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도 2배 정도 늘어났다22). 또한 2016년부터 LHA rate를 

동결한 결과, 많은 지역의 저소득층은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Crisis와 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

21) MHCLG(Ministry for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9, Acceptances and decisions 
live tables: January to March 2018 (revised).

22) MHCLG, 2019, ‘Temporary accommodation live tables: January to March 2018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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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따르면, LHA rate의 인하로 영국 내의 92% 지역에서 독신⋅부부⋅소규모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에 따라 영국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까지 동

결하기로 하였던 LHA rate를 인상하여 LHA에 대한 투자 및 보조를 늘리고, 기준임

대료를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LHA에 대한 투자 및 보조를 증가시키는 것은 저

소득층이 홈리스상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사회복지 제도를 통

해 홈리스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2) 가구별 적정 임대규모의 산출24)

LHA의 가구별 적정 임대규모는 신청가구의 가구구성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이는 주

거급여(Housing Benefit)가 사회주택의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을 결정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다. 중앙정부는 거주인원을 기준으로 침실수를 산정한 후에 

LHA 보조액을 산출함으로써, 수혜자가 적정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예방하였다(Wilson, 2013b).

신청가구의 거주인원 및 구성에 따른 침실수는 [표 4-6]과 같다. 부부 및 커플, 16세 

이상의 성인 1인, 장애로 인해 침실을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아이 1인, 

동일한 성별의 어린이 2인, 10세 미만의 어린이 2인, 장애로 인해 침실을 함께 사용

할 수 없는 부부 1인은 기본적으로 침실 1개가 필요하다.

LHA는 침실이 4개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주거비 보조를 하고 있으며, 5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LHA로 주거비를 충당

하지 못하는 가구는 부족한 주거비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거비 지원제도

(Discretionary Housing Payments)에 의한 임대료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23) Crisis와 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은 LHA rate의 누적인하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안정
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독신⋅부부⋅소규모 가정 등에게 적절한 임대료 보조를 하지 않으면, 홈리스상태에 처
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HA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중에 민간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20% 이하만이 임
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risis, 2019, Cover the Cost: How gaps in Local Housing 
Allowance are impacting homelessness.

24) LHA의 보조액 산정방식, 보조액의 결정 등은 박은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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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부부 / 커플

침실 1개

16세 이상의 성인 1인당

장애로 인해 침실을 다른 가구원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아이 1인당

동일한 성별의 어린이 2인당

10세 미만의 어린이 2인당(성별 무관)

장애로 인해 침실을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부부 1인당(2017년 4월 1일부터)

  주 : 침실을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침실은 주택에 침실로 사용 가능한 방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만 
지급됨. 의료/특수장비의 보관에 사용되는 방은 침실로 사용 가능한 방으로 계상하지 않음.

자료 : Shelter 홈페이지(https://england.shelter.org.uk).

[표 4-6] 영국 LHA의 적정 임대규모 산출기준

자료 : https://lha-direct.voa.gov.uk/Secure/BedroomCalculator.aspx

[그림 4-4] 영국 LHA의 적정 임대규모 계산 프로그램

(3) 지역별 적정 임대료의 산출

주거급여와 달리 LHA는 수혜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조사된 지역별 임대료시세를 

바탕으로 보조액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지역기준 임대료는 감정평가원(Valuation 

Office Agency: VOA)이 잉글랜드를 152개의 임대주택시장으로 나누고, 지역의 임

대료사정관(rent officer)이 지역별 임대료시세를 조사하여 산출한다. 임대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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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인접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료사정관은 주민이 

교육, 의료, 여가, 금융업무, 쇼핑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

단되는 지역을 하나의 임대주택시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시장 결정 시에 임

대료사정관은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 이동거리 및 시간 등을 고

려하여 지정하는데, 정기적으로 감정평가원이 임대주택시장 구분의 적합성을 검토하

고 있다.

LHA의 최대 지급액은 2012년 복지개혁 이후에는 4월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산정하

고 있다25). 2013년 4월에는 2012년 9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과 하위 30% 시장임대료 중에 낮은 금액을 2013년 LHA rate 상한선으로 정하

여 지원하였다. 2014년⋅2015년에는 일부 임대료수준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LHA rate 상한선을 최대 1%∼4%로 제한하여 인상하였다. 2015년 5월 보수당이 집

권하면서 2016년∼2020년 동안에는 LHA rate 상한선을 동결하였다. 2020년 4월부

터는 기준임대료를 상향조정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구  분
2015. 4∼2016. 3 2016. 4∼2020. 3 2020. 4∼2021. 3

최솟값 최댓값 평  균 최솟값 최댓값 평  균 최솟값 최댓값 평  균

침  실
미분리

 45.00 136.52  67.35  47.40 142.73  66.33  55.02 154.19  79.97

분리된
침실 1개

 69.73 260.64 111.84  69.73 266.56 117.77  74.79 295.49 129.58

분리된
침실 2개

 85.00 302.33 139.09  85.00 309.20 140.56  87.45 365.92 160.33

분리된
침실 3개

 97.81 354.46 165.06  97.81 360.26 166.61 103.56 441.86 193.36

분리된
침실 4개

121.58 417.02 215.02 123.58 426.50 216.76 136.93 593.75 252.09

  주 : 2016. 4∼2020. 3의 기준임대료는 4년간의 평균값임.

자료 : DWP, 2015∼2020, Local Housing Allowance(LHA) rates.

[표 4-7] 영국 LHA의 주택규모별 기준임대료 분포
(단위 : 파운드/주)

25) 2008년 지역주택수당 도입 시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임대주택시장의 주택규모별로 상한선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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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정부 재량의 주거비 지원제도(Discretionary Housing Payments: DHP)

DHP는 주거급여⋅LHA 및 통합급여 수혜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

려운 가구에게 지방정부가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DHP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가족해체 및 노숙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가능자의 근로를 장려하며, 장애

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DHP는 주거급여⋅LHA 및 통합급여의 보조금액이 확정된 후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원자격⋅지원금액⋅지원기간 등을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

원 여부는 신청자의 가계소득 및 지출, 주거급여 등의 보조금액, 주거비용,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DHP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

청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지방정부의 담당부서가 공공자료

에 기반하여 먼저 연락을 취하기도 한다. 수급자는 주거급여⋅LHA 및 주거급여를 보

조받는 기간(1주, 2주, 1개월)과 동일하게 수급일을 선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에 추가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DHP 지원기간은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결

정하고 있다. 수급자는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방정부에 

반드시 통지하고, 지방정부에서 수급유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빠르게 응

답･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복지개혁으로 사회복지 급여가 감소한 

가구26)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DHP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27). 지

방정부는 매년 4월∼9월에 실제 지급한 DHP를 노동연금부에 보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전년도에 지방정부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DHP 예산을 책정하고 있

다. 2011년 이전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한 예산액은 연간 2,000만 파운드 정

도였으나, 2012년 복지개혁 이후부터 예산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9-20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은 1억 3,950만 파운드로 나타났다. 지방정

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액에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최대 2.5배까지 DHP 수급가구

를 지원할 수 있다(DWP, 2019, Use of Discretionary Housing Payments -

26) 구체적으로는 급여상한선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와 LHA가 삭감되어 임대료 전체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침실세로 인
해 임대료를 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김혜승 외 6인, 2017,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
상 확대방안 등 연구｣, 국토연구원, p.139.

27) DWP, 2019, Discretionary Housing Payments Guidance Manual, Including Local Authority Good 
Practice Guide,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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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id Year returns from Local Authorities).

연  도 2011~12년 2013~14년 2015~16년 2017~18년 2018~19년 2019~20년

지  역 Great Britain England & Wales

예산지원 30.0 180.0 125.0 166.5 153.0 139.5

자료 : DWP, 2020, Use of Discretionary Housing Payments, England and Wales.

[표 4-8] 영국의 지방정부 재량의 주거비 지원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단위 : 백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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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 미국의 주택선택바우처

1) 정책배경 및 과정

미국은 1937년 ｢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gency: PHA)이 연

방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

어서면서 지역공동체 파괴, 범죄율 상승 등 공공주택 대량건설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공급 위주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써 주거비 보조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1971년∼1980년에 미국은 12개 지역에 대해 주택수당 시범프로그램(Experimental 

Housing Allowance Program: EHAP)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가구에게 

주택수당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실험한 것이었다28). 당시에 5만 가구 

정도에게 현금보조를 하였고, 수혜자가 민간주택을 직접 임차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

다. 1974년에는 Section 8 프로그램이 기존의 Section 23 프로그램29)을 대체하였

는데, 이에 따라 주택정책은 공공주택 중심에서 민간임대주택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

작하였다.

Section 8 프로그램은 사업기반 보조와 기존주택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었다. 사업기

반 보조는 주택건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민간소유의 특정한 개축주택 또

는 신규주택에 입주･거주하는 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것이었다. 기존주택 프로

그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스스로 주택을 탐색하고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Section 8 기존주택 프로그램은 임대료증서(Rental Certificate) 프로그

램이라고도 하는데 EHAP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EHAP와 다르게 PHA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공정시장임대료(Fair Market Rent: FMR) 제

도를 도입하였다.

1984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임대료바우처(Rental Voucher)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8)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EHAP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하였다. 첫째,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은 임대인이 집을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택
재고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둘째, 가구가 더 나은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었다. 셋째, 수혜가구는 비싼 주택을 선택
하지 않았으며, 선택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었다. 박은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
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74.

29) 1965년부터 PHA가 민간주택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빈곤가구에게 전대하는 형식으로 시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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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주택･지역사회개발법｣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임대료바우처는 

공정시장임대료의 제한이 없고 가구가 조정소득의 30%를 부담하는 등 임대료증서에 

비해 더 많은 주택선택권을 제공하였다. 한편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임대료증서와 임대료바우처를 통합

하기 위해 1994년∼1998년에 걸쳐 세 차례의 동질화규정(Conforming Rules)을 발

표하였다. 1994년에는 통합된 수혜자격규정을 확립하고, 1995년에는 행정사무와 임

대차행위에 대한 규정을 표준화시켰다. 1998년에는 합리적인 임대료, 임대료 및 주

거비 보조액의 계산, 특수주택의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1998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개혁법안인 ｢양질주택･노동책임법(Quality Housing and 

Work Responsibility Act: QHWRA)｣30)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임대료증서와 임

대료바우처는 완전하게 통합되어 주택선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HCV) 

프로그램으로 일원화되었다.

2) 지원대상 및 실적

주택선택바우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액은 가구원수

별 연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방주택청(Public Housing Agency: PHA)이 결정한

다. 지방주택청은 지역에 할당된 바우처의 75%를 가구소득이 지역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가구 또는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저소득층

으로 정의되는 지역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할 수 있다([표 4-9] 참조).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로 선정되면 지역의 적정임대료(Fair Market Rent: FM

R)31) 수준, 수급가구가 탐색한 주택의 임대료, 임차인의 자기부담금 등을 감안한 바

우처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방주택청은 HUD에서 제시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32). 지방주택청은 바우처 신청자의 

가구소득 및 자산, 가구 구성원을 지방정부⋅고용자⋅은행 등을 통해 확인한 후에 바

우처 수급자격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30) 이 법률은 PHA에 대한 규제 폐지, 공공임대주택의 빈곤집중화 해소, 사회혼합단지(mixed-income communities) 
개발 촉진, 빈곤층의 주택바우처 이용, 자활하는 수혜가구를 위한 인센티브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1) 지역의 적정임대료는 HUD에서 산정하는데, 산정방식은 개별 주택시장에서 표준주택품질인 임대주택 가운데 하위 
40%에 해당하는 임대료(대도시는 하위 50%)로 설정된다.

32) 기준임대료는 HUD의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PHA가 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정임대료의 90%∼1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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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극빈가구
(extremely low-income)

╴가구소득이 지역중위소득의 30% 또는 빈곤선(poverty line) 중에 큰 값의 
이하

빈곤가구
(very low-income)

╴가구소득이 지역중위소득의 50% 이하
 ∙ 일반적으로 신규 수급가구의 소득기준으로 활용됨.

저소득가구
(low-income)

╴가구소득이 지역중위소득의 80% 이하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주택선택바우처, 사업기반 임대료보조 등의 지원을 받아왔던 

가구
 ∙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모기지 조기상환 또는 모기지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

로 인해 퇴거위험에 처한 가구
 ∙ 지방주택청이 필수적인 주택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설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자료 : HUD, 2019, “Eligibility Determination and Denial of Assistanc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Guidebook, p.6.

[표 4-9] 미국 주택선택바우처의 지원대상

2019년 현재 미국의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는 23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그 비중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체
가  구

121,084
(100.0)

122,459
(100.0)

123,229
(100.0)

124,587
(100.0)

125,819
(100.0)

126,224
(100.0)

127,587
(100.0)

128,579
(100.0)

HCV
수급가구

2,168.8
( 1.8)

2,112.8
( 1.7)

2,166.2
( 1.8)

2,230.9
( 1.8)

2,265.5
( 1.8)

2,264.0
( 1.8)

2,276.7
( 1.8)

2,299.6
( 1.8)

자료 : U.S. Census Bureau, 2019, Total Household;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17, 
National and State Housing Data Fact Sheets;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PD&R), 2012-2019, Assisted Housing / Housing Choice Voucher.

[표 4-10]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단위 : 천 가구, ( ) 안은 %)

2019년 현재 주택선택바우처의 총 보조금액은 223억 달러로, 2012년에 비해 20.2% 

증가하였다. 총 보조금액은 수급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5

년간의 주택선택바우처의 평균 대기기간은 약 2년(23.6개월)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전에는 7년 이상을 대기하기도 하였는데, 2014년 이후 수급가구의 증가에 따라 대

기기간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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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급가구  2,168.8  2,122.8  2,166.2  2,230.9  2,265.5  2,264.0  2,276.7  2,299.6

보조금액 18,529.9 17,773.0 19,911.5 20,747.8 21,313.6 20,457.9 21,665.3 22,269.5

평균 대기기간 86 92 14 15 30 15 29 29

자료 :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PD&R), 2012-2019, Assisted Housing / Housing 
Choice Voucher.

[표 4-11]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및 지원실적
(단위 : 천 가구, 백만 달러, 개월)

2019년에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중에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는 가구는 94만 가구

로, 41%를 차지하고 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급가구는 2013년 48%(101만 가구)

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4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고, 여성이 가구주인 수급가구는 2019년 38%(87만 가구)로 

나타났다.

구  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2,112.8
(100%)

2,230.9
(100%)

2,264.0
(100%)

2,299.6
(100%)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급가구
1,014.2

(48%)
1,026.2

(46%)
973.5
(43%)

942.8
(41%)

비고 : 미성년자녀가 있고,
여성이 가구주인 수급가구

929.6
(44%)

937.0
(42%)

905.6
(40%)

873.9
(38%)

자료 :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PD&R), 2012-2019, Assisted Housing / Housing 
Choice Voucher.

[표 4-12]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 중 미성년자녀 포함 가구
(단위 : 천 가구)

주택선택바우처 수급자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15,373달러로, 실질 중위가구소득의 

24.1% 수준이다. 주택선택바우처 수급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천 달러∼1.5만 달러 

미만이 51%를 차지하고 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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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미국의 실질 중위가구소득
57,856

(100.0%)
59,901

(100.0%)
62,626

(100.0%)
63,688

(100.0%)

수급자의 연평균 가구소득
13,138

 (22.7%)
13,821

 (23.1%)
14,454

 (23.1%)
15,373

 (24.1%)

수급자의
소득분포

5천 달러 미만 14 10 10  9

5천 달러∼1만 달러 미만 30 29 28 25

1만 달러∼1.5만 달러 미만 24 26 25 26

1.5만 달러∼2만 달러 미만 14 15 15 14

2만 달러 이상 17 20 23 25

자료 : Fred Economic Data, 2020, Real Median Household Income in the United States(https://fred. 
stlouisfed.org); 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PD&R), 2012-2019, Assisted 
Housing / Housing Choice Voucher.

[표 4-13] 미국 주택선택바우처 수급가구의 연평균 소득
(단위 : 달러, %)

3) 전달체계

(1) 행정절차33)

주택선택바우처는 지방주택청(2019년 기준 2,181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개별 

지방주택청에 할당되는 주택선택바우처 예산은 경쟁적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의회가 

사업예산을 승인하면, HUD는 재정지원사업통지(Notice of Funding Availability: 

NOFA)를 발표하고, 지방주택청은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한다. HUD는 예산을 

직전 연도의 사용된 바우처의 수량 및 비용,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개별 지방주

택청에 배분한다. 만약 의회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개별 지방주

택청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예산할당방식으로 인해, 개별 

지방주택청은 예산 범위에서 수급가구를 선정･지원하고, 그 외의 신청가구는 대기자

명부(waiting list)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바우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자명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대

상으로 선정되면 지방주택청으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대기자명부 등록 및 바우

처 발급 시에는 가구의 필요주택규모(주로 침실수)가 결정된다. 그리고 바우처 발급 

33) HUD, 공공주택청, 수급가구, 임대인이 포함된 전달체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2015, 
｢SH공사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운영방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pp.56-5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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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가구소득의 변동이 있거나, 마지막 소득확인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면 소득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발급되는 바우처에는 필요주택규모, 주택탐색기간 등이 

기재된다. 주택탐색기간은 기본적으로 60일 정도인데, 지방주택청이 지역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다.

바우처 보유가구는 주택탐색기간 내에 적절한 민간임대주택을 찾아 임대차승인요청

서(Request for Tenancy Approval: RFTA), 예정된 임대계약서의 사본을 지방주택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가구의 주택탐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지방주택청은 다시 

신청하도록 요청하거나, 재신청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대기자명부의 마지막 순번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다. 임대인은 바우처 보유가구에게 주택을 임대할 의무는 없기 때문

에, 주택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다34).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지방정부가 

임대인이 바우처 보유가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35).

임대차승인 요청을 접수한 지방주택청은 주택의 요건36), 가구부담액37), 임대료의 적

정성(rent reasonableness)38), 주택품질기준(Housing Quality Standards: HQS) 

등을 확인한다. 이후 바우처 보유가구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지방주택청

은 이를 승인하고, 임대인과 보조금지급계약(Housing Subsidy Payment Contract: 

HAP Contract)을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임차인 주거기회의 확대⋅
시장의 지배적인 관행 등을 이유로, 1년 미만의 임대차기간도 허용된다. 지방주택청

은 임대차계약 / 주택입주 전에 보조금지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39).

34) 자녀가 있는 수급가구 중에 14% 정도만이 빈곤율이 낮은 지역(빈곤선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비중이 10% 미만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Sard, B., Rice, D., Bell, A. and Mazzara, A., 2018. 9, “Federal Policy Changes Ca
n Help More Families with Housing Vouchers Live in Higher-Opportunity Areas”,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https://www.cbpp.org).

35) 11개의 주와 50개 이상의 도시⋅카운티가 소득원천에 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source of income protection 
law)을 제정하여 공적 수당 및 바우처를 받는 가구에 대한 주택임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Bell, A., Sard, B. and 
Koepnick, B., 2018.12,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Renters Using Housing Vouchers Improves 
Results”,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https://www.cbpp.org).

36) 공공임대주택, Section 8에 의한 사업기반 보조(project-based assistance)를 받는 주택, 요양원(nursing home), 
기숙사형 돌봄주택, 지속적인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대학 등의 기숙사인 경우에는 주택선택바우처 지원
을 받을 수 없다.

37) 최초 입주 시의 가구부담액이 조정소득(adjusted income)의 40%를 초과할 수는 없다.

38) 지방주택청은 유사한 민간임대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바우처 보유가구가 거주할 주택의 임대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대료의 적정성 확인(rent reasonableness determination)은 ① 보조금지급계약 체결 이전 외
에도 ② 임대료인상 시, ③ 공정시장임대료가 10% 이상 감소 시, ④ 기타 HUD의 요청이 있을 시에 이루어진다. 한
편, 지방주택청은 매년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임대료가 적정하다는 것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39) 늦어도 임대차계약 / 주택입주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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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명부
등  록

수급가구 선정
및 안내교육

바우처 발급 주택탐색
임대차승인

요  청

보조금 지급
임대차계약 및
보조금지급계약

임대차승인 및 
결과통보

주택품질검사
임대료 적합성

등의 확인

[그림 4-5] 미국 주택선택바우처의 신청･지원절차

(2) 주택의 점유 및 품질기준 검사40)

지방주택청은 가구규모 및 구성에 따라 필요한 필요주택규모(침실수)를 마련･시행하

여야 한다.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뉴욕시(New York City)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유기

준(occupancy standard)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침실수(필요주택규모)

1  인 단독가구 0

2  인
부부 / 동거인, 동성 2인 1

이성 2인 2

3  인
부부 / 동거인 + 1인, 동성 3인, 동성 2인 + 1인 2

이성 3인 3

4  인
부부 / 동거인 + 동성 2인, 동성 4인, 동성 2인 + 2인 2

부부 / 동거인 + 이성 2인, 동성 2인 + 이성 2인, 동성 3인 + 1인 3

5인∼6인 3

7인∼8인 4

자료 :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2020. 5,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Administrative 
Plan, p.18

[표 4-14] 뉴욕시의 주거지원 시 점유기준(occupancy standard)

주택품질기준(Housing Quality Standards: HQS)41)은 ‘표준주택’을 정의하고, 주택

의 안전⋅보건에 대한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다. 주택선택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주택은 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방주택청은 HQS 준수 여부에 대한 합리

여야 한다.

40) 주택선택바우처의 보조액 산정방식, 지급기준액의 설정, 보조액의 산정 등은 박은철, 2011,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
영개선 및 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참조할 것.

41) 주택품질기준은 위생시설, 조리시설 및 쓰레기처리, 공간⋅안전, 온열환경, 조명⋅전기, 구조⋅자재, 실내공기, 상수
도, 납성분 페인트, 접근성, 위치⋅근린환경, 위생조건, 화재감지기 등의 1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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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바우처 보유가구가 선택한 임대주택의 품

질을 임대차승인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42).

HQS 중에 공간기준(space standard)43)을 충족할 경우에는 필요주택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보조금액은 ‘바우처에 기재된 주택규모’

와 ‘실제 주택규모’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수급가구가 안전하지 못한 주

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필요주택규모를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침실수가 부족할 경우, 

지방주택청은 새로운 바우처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혜가구가 입주하기 전에 HQS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2017년

부터 지방주택청은 임대주택이 HQS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더라

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임대차승인 및 보조금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는 수혜가구의 주택입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에 ｢주거기

회개혁법(Housing Opportunity Through Modernization Act: HPTMA｣이 제정

되었기 때문이다. HQS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① 30일 이내에 해결될 수 

있는 일반적 결함((non-life threatening deficiency)이거나, ② HQS 이외의 주택

품질검사를 지난 24개월 내에 통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혜가구의 입주를 허용하

고 있다.

(3) 주택방문검사 및 소득재확인조사

HQS 검사는 임대차승인 또는 임대차계약 이전 시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되고 있

다44). 바우처 수급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HQS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통과 시

까지 HUD의 재고관리시스템(Inventory Management System: IMS)45)에 정기적

으로 검사일정이 잡힌다.

42) 지방주택청은 임대차승인요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바우처 보유가구와 주택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 주택은 최소한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어야 함. 적어도 2명당 1개의 침실 또는 거실 / 수면실이 있어야 하고, 유아기
가 아닌 이성자녀 등은 동일한 침실 또는 거실 / 수면실을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44) 2018년부터 HUD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임대료지원 프로그램에서 주택의 물리적 상태기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검사기준인 통합품질상태기준(Uniform Physical Condition Standards: UPCS)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최근에는 부동산품질조사를 위한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 for the Physical Inspection of 
Real Estate: NSPIRE)도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문제의 소홀, 검사비용의 중복, 결함에 대한 후속조
치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Lansing State Journal, 2018년 8월 15일자; CBS Denver, 2020년 3월 11
일자).

45) IMS는 지방주택청, 개발사업,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지방주택청은 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HUD에 사업정보･보고 등을 제출하고 있다.



74

04

주
요
 선
진
국
의
 주
거
비
 보
조
정
책

바우처 수급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HQS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life- 

threatening deficiency)46)이 있는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일반적 결함(non- life 

threatening deficiency)이 있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물리적 결함

이 기한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주택청은 임대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보조금지급계약은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상태로 최대 180일까지 유지될 수 

있다47).

한편 지방주택청은 매년 바우처 수급가구의 소득 및 자산, 가구구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수급가구는 소득 및 공제액이 10% 정도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 소득재확

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주택청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10% 정도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 소득재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구소득의 90% 이상이 사회보

장소득, 연금 등의 고정소득인 수급가구에 대해서, 지방주택청은 3년마다 가구소득을 

재확인할 수 있다. 공정시장임대료가 하락하여 지급기준액이 감소하는 경우, 보조금

이 줄어들 수 있다. 지방주택청은 ① 기존의 지급기준액 사용, ② 조금씩 보조금 삭감, 

③ 낮아진 지급기준액 사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미국도 주거비 보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관리하

고 있다. 주택선택바우처의 경우 지방주택청이 HUD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

고, HUD의 지역본부 및 광역본부, 중앙부처에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HUD는 Section 8 운영평가프로그램(Section 8 Management Assessment 

Program: SEMAP)을 통해 매년 지방주택청의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있다48). 지방주택청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지표49)에 대한 

46) 가스 누출, 전기 위험, 화재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미작동 / 미설치, 난방･온수･환기･냉방설비의 문제, 화재대피 
수단의 부재, 소화기의 미작동 / 미설치, 오래된(1978년 이전) 건축물의 페인트 변질, HUD가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
하는 경우, 지방주택청이 명시하는 결함 등이다.

47) 이 기간 내에 결함이 해소되어 HQS를 충족하게 되면, 지방주택청은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었던 기간 동안의 보조액
을 임대인에게 일부 소급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48) 250개 미만의 바우처를 운영하는 소규모 지방주택청에 대해서는 2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다.

49) ① 운영계획에 따른 수급가구 선정, ② 임대료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방법, ③ 조정소득 결정, ④ 관리비수당 일람표의 
유지 및 업데이트, ⑤ HQS에 대한 품질관리, ⑥ HQS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조치, ⑦ 빈곤지역 외 지역으로의 주거
기회 확대(대도시지역의 지방주택청만 해당), ⑧ 지급기준액의 설정, ⑨ 매년 재확인조사의 실시, ⑩ 임차인이 부담하
는 임대료에 대한 정확한 계산, ⑪ 재계약 시 HQS 검사의 통과, ⑫ 매년 HQS 검사의 실시, ⑬ 계획 대비 바우처의 
실적, ⑭ 가족자활(Family Self-sufficiency: FSS) 프로그램 실적(시행의무가 있는 지방주택청만 해당), ⑮ 바우처 
보유가구의 성공률(성공률 지급기준액을 설정한 지방주택청만 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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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AP 증명서류를 작성･제출하면, HUD가 이를 검토하여 SEMAP 점수를 산출하여 

지방주택청의 성과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90점 이상은 우수등급

(high performer rating), 60점∼89점은 표준등급(standard rating), 60점 미만은 

문제등급(troubled rating)이다. 우수등급을 받은 지방주택청은 HUD의 재정지원사

업통지(NOFA)에 따른 예산신청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HUD

는 인증서류 또는 성과등급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확인조사(on-site confirmatory 

review)를 수행하기도 한다.

SEMAP 점수 및 성과등급은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지방주택청으로 통지된

다. ‘0’점을 받은 평가지표가 있을 경우, 지방주택청은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시

정하여야 하며,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 30일 이내에 개선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등급을 받은 지방주택청에 대해서 HUD는 현장조사(on-site review)를 실시하

고 있으며, 지방주택청은 그 결과에 따라 개선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부터 지방주택청은 바우처관리시스템(Voucher Management System: VMS)

을 통해 전산으로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VMS를 통해 공공주택청은 매달 바우

처 지원금액, 기타 수입 및 지출, 주거위기가구의 지원금액, 바우처 계약내용 등을 작

성하여 HUD에 제출하고 있다. VMS는 전체 바우처예산을 관리하고,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지방화와 모

니터링 시스템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부정수급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50).

50) 행정비용 발생과 관련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2015, ｢SH공사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운영방안｣, 서울특별
시 에스에이치공사, p.6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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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청 정보 입력

공공주택청 데이터 입력 VMS 로그아웃보고서 작성

VMS 로그인

공공주택청 월별 제출
데이터의 입력양식 선택

월별 제출 데이터의
입력, 수정, 확인, 검색

공공주택청
월별 데이터 제출

요약보고서 작성

추가적
비용 및 의견

주거위기가구
지원금액

계약 정보
바우처 외

수입 및 지출
바우처

지원금액

데이터 입력 / 수정

데이터 확인

데이터 저장

변경 및 삭제

자료 : HUD, 2015, VMS User’s Manual; 서울연구원, 2015, ｢SH공사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주거급여 운영방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p.61.

[그림 4-6] 미국 PHA 바우처관리시스템(VMS) 사용절차

4) 주택선택바우처의 유형51)

일반적으로 주택선택바우처는 임차인기반 바우처(Tenant-based Voucher)를 의미

하며, 앞의 사례조사는 임차인기반 바우처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미국은 임차인기반 

바우처 외에 사업기반 바우처와 특수목적의 바우처도 운영하고 있다. 사업기반 바우

처는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공급하는 

51) 자세한 내용은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2020, Advocates’ Guide 2020: A Primer on 
Federal Affordable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Chapter 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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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수목적의 바우처에는 임차인보호 바우처

(Tenant Protection Voucher), 가족결합사업 바우처(Family Unification Program 

Voucher), 비고령장애인 바우처(Non-elderly Disabled Voucher), 보훈처 지원주택 

바우처(HUD-VASH Voucher) 등이 있다.

(1) 사업기반 바우처

사업기반 바우처(Project-based Voucher: PBV)는 임대인과 공공부문이 계약을 체

결한 임대주택에 지원되는 임대료 보조이다. 2001년에 도입된 사업기반 바우처는 기

존의 사업기반 증서(Project-Based Certificate: PBC) 프로그램52)을 대체하여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기반 바우처의 경우, 수급가구가 임대료보조를 받기 위해 특정 주택에 계속 거주

할 필요가 없다. 사업기반 바우처가 종료되더라도, 수급가구는 임차인기반 바우처를 

사용하여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다. 사업기반 바

우처는 특정 주택에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가구가 그 주

택에 입주하여 주거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주택선택바우처 예산의 대부분은 임차인기반 바우처에 사용되고 있는데, 사업기반 바

우처에는 전체 바우처 수의 20% 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재향군인⋅홈리스를 위한 

임대주택,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빈곤율이 20% 이하인 지역 등에 대해서

는 추가적으로 10%를 사업기반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임차인기반 바우처 수급가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정당한 사유가 부족해도 퇴거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반면에 사업기반 바우처의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

㉮ 주택 선정 및 임대료 책정

지방주택청은 사업기반 바우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사업계획에 대상주택

의 수, 대상지역, 주거문제 개선효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상주택의 선정

방법, 대기자명부의 운영방법, 제공될 지원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

52) 사업기반 증서 프로그램은 ① 개별 지원에 대해 HUD의 승인이 필요하고, ② 지역주택청에 의한 장기적인 금융지원
이 불가능하며, ③ 신규개발 또는 재건축 시에만 활용할 수 있고,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잘 활용되지 않았다. Sard, B., 2020, “Project-Based Vouchers”, 2020 Advocates’ Guide: A 
Primer on Federal Affordable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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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기반 바우처는 밀집된 빈곤가구를 분산시키고, 주택 

및 경제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53). 지역주택청은 경쟁방식을 통해 

대상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의 개선･개발･교체사업에서 사업기반 바우

처가 사용되거나, 지방주택청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쟁방식이 적

용되지 않는다. 사업기반 바우처가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54) 등의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결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선정과정을 거친 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기반 바우처는 신축 또는 재건축 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재고에 대해서도 지원되고 있다.

사업기반 바우처에 의한 지원은 사업당 주택수의 25% 이하 또는 사업당 25호까지로 

제한된다55). 빈곤층 밀집지역은 사업당 주택수의 40%까지,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

한 주택 등은 사업당 주택수의 제한과 상관없이 사업기반 바우처가 지원된다. 사업당 

주택수로 바우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소득계층 혼합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적정수

익을 보장하고 시장원칙을 적용하려는 목적이 있다(Sard, B., 2020).

지방주택청은 사업기반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임대인과 보조금지급계약(HAP 

Contract)을 맺고 있다. 최초 계약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고56), 계약갱신 특약

에 따라 추가로 20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임대인과 보조금지급계약 체결 시 주택의 

임대료는 ① 공정시장임대료의 110% 이하에서 지방주택청이 정한 금액, ② 동일 지역

의 유사한 품질인 민간주택의 임대료, ③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중에 낮은 금액으

로 결정되고 있다.

㉯ 지원절차

지방주택청은 대기자명부 운영을 통해 신청자를 공실이 예상되는 임대주택에 연결해

주어야 한다. 지방주택청은 대기자명부를 임차인기반 바우처와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53) HUD가 제시하는 기준은 사회적·경제적·교육적 기회 및 기타 서비스 기회에 대한 접근성, 지역(neighborhood)의 
재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주거기회 확대, 빈곤 탈집중화를 통한 주거 및 경제적 기회의 확대 등이다.

54) 세제혜택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은철⋅남원석⋅김수경
⋅오근상, 2016,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모델｣, 서울연구원, pp.51-55를 참조할 것.

55) 기존에는 사업당 주택수의 25%라는 기준만 있었으나, 2016년 ｢주거기회개혁법(HOTMA)｣ 제정 이후 사업당 주택
수의 25%와 사업당 25호 중에 큰 값으로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100호 미만의 사업에서는 최대 25호까
지만 사업기반 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6) 2008년 이전에는 최대 계약기간(maximum initial contract term)이 10년이었으나, LIHTC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위해 15년으로 변경되었고(｢주택 및 경기회복법(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주거기회개혁법
(HOTMA)｣에 따라 20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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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 수 있다.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대주택별로 별도의 대기자명부를 운영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임차인기반 바우처를 신청한 가구는 사업기반 바우처도 신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대기가구는 사업기반 바우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택에 입주하라는 지방정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입주를 거

절당해도 대기자명부상의 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업기반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임대인은, 지방주택청이 적기에 임차인을 임

대주택에 연계하지 못할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

소화해주기 위해, 지방주택청은 최대 60일까지 공실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지방주택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20일 이상 공실이 지속되는 경우, 지방주택

청은 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기반 바우처 지원을 받는 주택도 임차가구가 입주하기 전에 HQS 검사를 통과하

여야 한다. 임차인기반 바우처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보조금지급계약을 체결한 주택 중에 20% 이상을 2년마다 무작위로 추

출하여 HQS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1개 건축물 내에서 20% 초과한 주택이 검

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급계약을 체결한 전체 임대주택에 대해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주택청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독립적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HQS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차인보호 바우처

지역의 공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공적 지원주택의 재고가 감소하면, 저소

득가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임차인보호 바

우처(Tenant Protection Voucher: TPV)는 주거불안정 상태에 놓인 저소득 임차가

구를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이다. 매년 HUD는 임차인보호 바우처의 필요량을 추정하

는데, 지방주택청이 재고관리시스템(IMS)을 통해 특별신청센터(Special Application 

Center: SAC)에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임차인보호 바우처는 임차가구가 다른 주택 / 거처로 이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

주거 바우처(replacement TPV)와 재정착주거 바우처(relocation TPV)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주거 바우처는 공공주택의 철거⋅처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조금지

급계약 종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압류 등으로 인해 공적 지원주택의 재고가 영

구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가구를 지원하는 바우처이다. 재정착주거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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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적 지원주택의 재건축 등으로 임차가구가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된

다. 재건축된 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보호 바우처는 다시 발급되지 않

는다.

한편 주택의 임대료가 ‘저렴성 유지조건(affordability restriction)’에서 벗어나더라

도 거주가구가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강화 바우처(Enhanced 

Voucher: EV)도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가 급등하는 시장상황의 경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보조금지급계약 기간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모기지

(mortgage)를 조기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임대료의 저렴성 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수 있는데, 거주강화 바우처는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거주강화 바우처는 ① 사업기반 Section 8 계약기간의 

만료 및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② HUD의 승인없이도 조기상환이 가능한 공공보증 

및 대출의 조기상환 시에 주로 지원되고 있다.

거주강화 바우처는 다음의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임대료의 적정성과 HQS

를 충족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지속거주권(Right to Remain)이 주

어진다. 임차가구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강화 바우처는 임차인기반 바

우처로 전환된다.

둘째, 보조금지급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모기지 조기상환 등으로 인해 해당 주택의 임

대료가 지급기준액보다 높아지는 경우, 더 높은 강화된 지급기준액에 따라 보조금이 

산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급가구는 조정소득의 30%를 지불하게 되며, 최소한 기

존의 가구부담액과 같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한편 공실률이 낮은 지역(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57)에서 저렴성 유지의무에서 벗어

나는 임대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 별도의 예산도 배정되고 

있다. 2019 회계연도의 경우, 임차인보호 바우처 예산(8,500만 달러) 중에 500만 달

러가 이러한 지역의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 배정되었다. 공실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

한 임대주택이 공공보증 및 대출의 조기상환 등으로 저렴성 유지의무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향후 180일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임대인은 바우처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58). 이 경우 임대인은 거주강화 

57) HUD는 매년 점유율(occupancy rate)이 90% 이상인 공공주택(public housing)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
는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공실률이 낮은 지역(low vacancy area)’으로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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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뿐만 아니라 사업기반 바우처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청 시에 2가지 중에 선

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가족결합프로그램 바우처

가족결합프로그램 바우처(Family Unification Program Voucher)는 홈리스가구의 

안전과 결합을 유도하고, 청년홈리스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특수 목적의 주택

선택바우처 프로그램이다. 1990년에 미국은 ｢크랜스턴-곤잘레스 국가저렴주택법

(Cranston-Gonzalez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을 제정하여 HUD의 임

차인보호기금(Tenant Protection Fund)이 도입되었다. 가족결합프로그램(FUP)은 

이 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FUP는 지방주택청과 공공 아동복지기관(public child welfare agency)의 파트너십

을 통해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크게 가족59)과 청년60)으로 구분된다. 

FUP 바우처는 아동의 위탁보호를 지양하고, 위탁아동과 부모의 재결합을 촉진하며,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청년이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지방주택청은 공공 아동복지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고, HUD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61). 바우처는 지방주택청 간의 경쟁방식으로 배

분되는데, 지방주택청에 따라 25개∼100개의 바우처를 배정받을 수 있다.

바우처 운영방식은 임차인기반 바우처와 거의 동일하며, 지방주택청과 공공 아동복지

기관이 함께 수급가구를 선정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공공 아동복지기관은 지

원대상인 가족 및 청년이 FUP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대상자를 지방

주택청에 추천한다. 지방주택청은 추천받은 가구를 대기자명부에 등록시키고, 바우처 

58) 임대인은 바우처지원 신청을 하면서 임차인 및 임차인조직에 신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대인이 ‘저렴성 유지의무’
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거주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는데, 1년 전에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또한 임대인만 바우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Gramlich, E., 2020, “Tenant Protection Vouchers”, 2020 
Advocates’ Guide: A Primer on Federal Affordable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4-15.

59) 주거문제로 인해 자녀와 떨어져 생활할 위험이 큰 가구, 위탁보호(foster care) 중인 자녀를 다시 데려오지 못하고 
있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60) 보호기간 종료로 인해 홈리스 또는 홈리스 위험이 있는 18세∼24세인 청년이 대상이다.

61) HUD는 지속보호(Continuum of Care: CoC) 서비스를 위해 지역기관에게 FUP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도록 요구
하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지속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White, R., 2020, “Vouchers: 
Family Unification Program”, 2020 Advocates’ Guide: A Primer on Federal Affordable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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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공공 아동복지기관은 

서류준비와 주택탐색에 도움을 주는 한편,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유지

관리한다.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청년에 대해 공공 아동복지기관은 의무적으로 18개

월 동안 교육･훈련바우처, 자립생활 프로그램, 상담,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

하여야 한다.

청년 바우처는 수급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16세 이후에 보호기간이 종료된 18세∼24

세인 청년이면서, 홈리스 또는 홈리스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최대 36개월 동안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족자활 프로그램(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에 참여하는 가족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62).

(4) 비고령 장애인 바우처

비고령 장애인(Non-Elderly Disabled: NED)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특수 목적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바우처가 지원되고 있다.

구  분 내  용

비고령 장애인 범주 1 바우처
(NED Category 1 Voucher)

╴비고령 장애인(가구주)이 민간임대주택 거주 시에 임대료 보조
를 지원

비고령 장애인 범주 2 바우처
(NED Category 2 Voucher)

╴요양원(nursing home) 또는 의료보호기관에 있는 비고령 장
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특별지정 주택바우처
(Designated Housing Voucher)

╴고령자가구만 입주할 수 있는 특별지정 주택계획(Designated 
Housing Plan)에 따른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비고령 장
애인(가구주)에게 임대료 보조를 지원

 ∙ 특별지정 주택⋅건물⋅단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도 지원 가능

 ∙ 지방주택청의 바우처 대기자명부에 등록될 필요가 없음.

특정개발 바우처
(Certain Development Voucher)

╴HUD의 지원을 받는 민간의 특정개발사업이 고령자가구를 우
선 지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물에서 입주하지 못하는 비
고령 장애인(가구주)을 지원

장애인 주거향상기회 바우처
(Mainstream Housing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방주택청의 대기자명부에 등록된 장애인가구(단, 장애인은 
비고령자)에게 바우처를 지원

자료 : HUD 홈페이지(https://www.hud.gov).

[표 4-15] 미국의 비고령 장애인(NED) 관련 바우처 프로그램

NED 프로그램에는 비고령 장애인 범주 1 또는 범주 2 바우처, 특별지정 주택바우처, 

62) 2016년부터 지방주택청이 FUP 청년 바우처(FUP youth voucher)를 가족자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
되었다. HUD는 지방주택청에게 지원대상 가족을 가족자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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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개발 바우처, 장애인 주거기회향상 바우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고령 장애인 

바우처의 지원대상은 ‘18세∼61세인 장애인(가구주)’이다. 하지만 장애인 주거향상기

회 바우처의 경우에는 18세∼61세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주의 나이는 상관없음)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고령 장애인 바우처가 도입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63). 1992년 이전의 주택 관련 법

령에서는 “고령자(elderly)”라는 용어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Section 202 고령자 지원주택 프로그램과 같은 고령자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고령자

가 아닌 장애인에게도 주택을 제공하거나 고령자와 동일한 입주기회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상황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이에 따

라 1992년에 ｢주택 및 커뮤니티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의 ‘Title Ⅵ’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지방주택청은 공공주택사업에서 주

택 또는 건물을 고령자 전용(elderly-only) 또는 장애인 전용(disabled-only)으로 지

정할 수 있게 되었다. HUD의 지원을 받는 주택공급자의 경우에도 고령자만을 대상

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비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

으로 감소함에 따라, 의회는 1996년∼2009년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바우처 예산을 

책정하였다.

장애인 주거향상기회 바우처는 장애인 주택사업이 고령자 주택사업으로부터 분리되

면서 등장하였다. ｢크랜스턴-곤잘레스 국가저렴주택법｣에 따라 Section 811 장애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메인스트림 5년 프로그램(Mainstream 5-Year 

Program: Section 811 Voucher Program)도 승인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우처

는 1997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으며, 주택선택바우처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운

영되었다. 2010년에 ｢프랭크 멜빌 지원주택 투자법(Frank Melville Supportive 

Housing Investment Act｣이 제정되면서, 메인스트림 5년 프로그램은 주택선택바우

처 프로그램인 현재의 장애인 주거향상기회 바우처로 전환되었다.

일반적인 비고령 장애인 바우처(비고령 장애인 범주 1 바우처)가 민간임대주택에 거

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비고령 장애인 범주 2 바우처는 요양원 또는 기

타 의료기관에 있는 비고령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63) 자세한 내용은 Sloane, L., 2020, “Mainstream and Non-Elderly Disabled Vouchers”, 2020 Advocates’ 
Guide: A Primer on Federal Affordable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s,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4-2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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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역사회 거주의 해(Year of Community Living)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HUD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지방주택청

은 지원대상에 대한 보건･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기관과의 파

트너십을 맺고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고령 장애인(NED) 관련 바우처 프로그램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비고령 장애인 범주 2 바우처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 관련 협력기관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비고령 장애인을 지방주택청에 추천하여 대기자명부에 등록할 수도 

있다.

둘째, 최초 바우처를 지원받은 후 시간이 경과하여 장애인의 나이가 61세를 초과하더

라도 수급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셋째, 바우처 수급이 종료되는 사람이 생기면, 해당 바우처는 지방주택청의 대기자명

부에 있는 다른 비고령 장애인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5) HUD-VASH 바우처

HUD-VASH 바우처(Veteran Affairs Supportive Housing Voucher)는 사회취약

계층에 속한 홈리스 재향군인에게 주택선택바우처를 통한 임대료 보조를 지원하는 동

시에,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건강관리･의료･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주거를 우선 제공한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우선(housing first)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바우처

는 HUD의 공공･인디언주택실(Office of Public and Indian Housing: PIH)과 보

훈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방주택청은 HUD로부터 HUD-VASH 바우처를 배분

받아 바우처의 발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보훈처 의료센터(Veteran 

Affairs Medial Center: VAMC)는 바우처를 수급하는 재향군인에게 사례관리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바우처 지원대상은 보훈처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면서 정신장애, 약물

남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서비스가 필요한 

홈리스 재향군인 및 가정이다. 이 바우처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례관리서비스에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

로 보훈처의 홈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훈처는 홈리스 재향군인이 많은 지역 및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의료센터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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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UD는 지방주택청을 지정하여 HUD-VASH 바우처 신청절차를 요청하고 있다. 

지방주택청은 보훈처 의료센터와 협의하여 HUD에 HUD-VASH 바우처의 배정을 신

청한다. 지방주택청이 바우처를 배정받으면, HUD-VASH 사례관리자는 지역사회 협

력기관과 협의하여 바우처의 지원이 필요한 재향군인을 선정하고, 지방주택청에 이를 

추천한다. 지방주택청은 HUD-VASH 바우처에 대해서는 대기자명부를 운영하거나,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권한이 없다.

한편 사례관리자는 해당 재향군인이 서류를 준비하고, 보훈처 의료센터에서 적절한 

거리(reasonable distance)64) 내에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

고 있다. HUD-VASH 바우처 수급가구는 사례관리서비스가 가능한 보훈처 의료센터

의 관할지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해당 재향군인과 치료적 관계

(therapeutic relationship)를 유지하고, 지방주택청⋅임대인⋅지역사회의 서비스공

급자와 협력하여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포기하였나?

미국에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은 대공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1933년 ｢국가산업복구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에 공공사업청(Public 

Works Administration)이 저렴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면서 시

작되었다. 1933년∼1938년 사이에 지어진 2.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은 연방정부에 

의해 건설･소유･관리되었다. 1937년에 ｢주택법(Wagner-Steagall Housing Act)을 

제정하면서, 연방보조금을 신청하는 주체가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을 감독하며, 재고

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1937년∼1948년 사이에 17만 호의 공공임대

주택이 건설되었다.

1949년에는 불량주택과 슬럼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법(American Housing Act)｣을 

제정하여, 1956년까지 8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예산책정 및 지출을 방해하면서, 1959년까지 연평균 

2.5만 호만 공급되었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시위가 빈번하면

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빈곤층 밀집지역에 건설되는 결과를 낳았다(Orlebeke, 

64)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의 거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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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 2000).

1974년 공화당의 닉슨(R. M. Nixon) 행정부는 Section 8 프로그램인 임차인기반 

임대료지원(tenant-based rental assistance: TBRA)과 사업기반 임대료지원(project 

-based rental assistance: PBRA)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TBRA와 PBRA 프로그램

을 통해 민간 주택소유자는 HUD와 계약을 체결하고, HUD는 임차인의 주거비를 보

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지만,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1991년 

140만 호가 될 때까지 꾸준히 추진되었다.

이후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예

산의 감축과 최소한의 재투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

급･관리주체(주로 지방주택청)는 임차인의 임대료, 연방정부의 운영보조금, 연방정부

의 기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소득의 30% 한도인 임대료는 운

영비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운영보조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많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주체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적기에 수선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직원 / 서비스를 감축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재고를 민간부문에 

이전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었다(Smetak, A. M., 2014).

공공임대주택의 열화(劣化)에 대응하는 재생시범사업에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1992년에 ｢주택･지역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이 제

정되었다. HOPE Ⅵ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지역

사회의 활성화, 주민역량의 강화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클린

턴(B. Clinton) 행정부는 개발업자의 압력에 굴복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한 후에 

계층혼합개발(mixed-income development)을 추진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

였다(Chaskin, R. J. & Joseph, M. L., 2015). HOPE Ⅵ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 재건축에 혼합금융모델(mixed-finance model)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혼합

금융은 부담가능한 주택의 건설⋅개발 시에 공공 자금원과 민간 자금원을 결합하는 

것(24 CFR 941, Subpart F)으로, 1개 이상의 공공 자금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계층혼합은 가구소득에 따라 5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주택을 배분하여 입주시켰다.

2009년 민주당의 오바마(B. Obama) 행정부는 HOPE Ⅵ 프로그램을 선택주구

(Choice Neighborhoods)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다. 17년 동안 시행된 HOPE Ⅵ

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인근지역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는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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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haskin, R. J. and Joseph, M. L., 2015). 그러나 새롭게 공급된 8.4만 호에 

비해, 노후화로 사라진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6.5만 호에 달하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HOPE Ⅵ 하에서 많은 지방주택청은 부족한 연방정부의 공공주택자금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극빈층이 집중되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다.

2010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민영화와 대안개발을 우선시하였던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대주택지원 시범사업(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 RAD) 프로그램

이 도입되었다. RAD는 불충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보완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

는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료 : HUD⋅Urban Institute, 2019, Evaluation of HUD’s Rental Assistance Demonstration(RAD), p.6.

[그림 4-7] 미국 임대주택지원 시범사업(RAD) 프로그램의 자금원

도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RAD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의 성능개선 목표를 달성하

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RAD의 관리절차, 거주가구에 대한 처리, PBV 

자산65) 또는 PBRA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결과, 대량의 자원조달 등에서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RAD를 통해 10.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개량 및 리모델링에 

65) 민간부문이 공공임대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등에 투자할 경우 사업기반 바우처(Project-based Voucher)를 지원
하는 방식을 통해 임대료수입을 보장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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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거주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시장우선주의, Section 8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인해 연방정부 차

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후퇴하였다. 하지만 주정부와 도시정부를 중심으로 공

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주택트러스트기

금(Housing Trust Fund: HTF)은 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49개 주정부가 법률로, 700개 이상

의 지방정부가 조례로 HTF를 설립･운영하고 있다66).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HUD가 

HTF를 만들어, 최빈곤층과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설･유지하기 위한 보

조금을 주정부에 지원하고 있다.

66) 자세한 내용은 Center for Community Change, 2016, Opening Doors to Homes for All - THE 2016 
housing trust fund survey report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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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주거비보조 정책의 개선방향

최근 10년 동안 전세가격의 상승, 월세전환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2019년 동안에 전세가격은 45%(한국감정원)에서 

56%(KB국민은행)까지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에 전세가구 비율은 32.8%에서 26.8%

로 감소하고, (보증부)월세/사글세가구 비율은 24.0%에서 28.1%로 증가하였다. ｢주

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기준금리 인하⋅보유세부담 증가로 인한 집주인의 월세 선

호현상 등으로 전세의 월세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보다 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지

만, 공공 주도의 주거복지정책은 임대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

근에는 택지의 고갈, 토지비의 상승, 공공분양사업의 수익성 하락 등으로 신규 재고증

가형 공공임대주택보다는 기존 재고활용형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정책소요에 비해 낮은 보장률⋅적은 보조액으로 인

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과중한 임대료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비보조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목적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임

차가구가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지원에 의한 주거안

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는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 

현금/현물지원 중심으로 정의되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수

단까지 망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률 및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 임차급여, 2015년에 수선유지급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연동하여 정책대상, 수혜자격 등이 정해져 있어, 주

택정책적 지원프로그램보다는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05.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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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주거복지라는 용어를 찾기 어렵다. 주거복지보다

는 가구의 행복(family well-being) 또는 ‘행복한 삶’으로 정의되고 있다. 주택과 관

련한 가구의 행복은 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효용성, 거주가구의 주거요소, 주거환경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주거복지는 여러 요인 /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주택

⋅주거와 관련한 가구의 행복한 삶이고, 주거복지정책은 주거권에 기반하여 주거복지

를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 공공이 수행하는 책임 있는 행정행위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택정책적 지원프로그램의 위상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주택개량 등의 주거복지정책과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시킬 필요

가 있다.

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효용성
╴양질의 주택
╴안전한(safe) 주택
╴홈리스상태가 아닌 상황 등

거주가구의 주거요소
╴최저주거기준 충족 ╴주거비지불능력 충족
╴주거안정 ╴점유형태 선택
╴긍정적 감성(positive sense)의 창출기회 등

주거환경
╴양호한 환경
╴안전한 환경
╴고용⋅교육에 대한 주택의 근접성 등

가구의 행복

(Family Well-being)

자료 : Bratt, R. G., 2002, “Housing and Family Well-being”, Housing Studies, Vol. 
17, No. 1, p.15.

[그림 5-1] 주택과 가구행복과의 관련성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을 추진하면서, 입주자격을 소득인정액 기준

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주거복지를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로 인식하고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의 불합리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본재산액(서울 등 대도시는 6,900만 원)과 부채를 제

외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다67).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흘렀

지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주장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이용하여 국민기초

67)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1.04%/월, 일반재산 4.17%/월, 금융재산 6.26%/월, 자동차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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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장제도의 보장률을 낮게 조절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이다. [표 5-1]

에서 보듯이 빈곤층까지도 23.1%만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다. 주거복지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가구소득에 포함하

여 입주자격 / 지원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구  분
국민기초생활

보  장
공  적

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EITC)

고용보험
실업급여

평  균
수급급여수

전  체  5.2  7.6  8.5  2.3  0.5  0.2

빈곤층 23.1 23.6 32.2  4.1  0.6  0.8

장기빈곤층 32.4 25.9 39.9  4.4  0.2  1.0

  주 : 전체가구 대비 빈곤층은 19.5%, 장기빈곤층은 13.0%를 차지함.

자료 : 강신욱, 2017,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1호, pp.224-224의 표
를 재구성함.

[표 5-1]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수급가구 비율(개인수급 기준)
(단위 : %, 개)

선진국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주거비보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기준

⋅수혜자편익 등의 측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주거

비보조의 수급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편익과 주거비보조의 수급액이 유사하거나 

차이가 적다. 특히 영국의 지역주택수당68)과 미국의 주택선택바우처는 공정(fairness)

과 선택(choice)이라는 정책목표 및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거비보조는 수급가구가 

부담하는 실제임대료가 아닌 지역의 임대료수준에 기초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동일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구는 유사한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주거비보조는 수급가구가 현재 거주주택보다 양질의 주택을 임차할 것인지, 주거

비용을 줄이고 가용소득을 늘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의 품

질과 임대료의 수준에 대하여 가구 스스로 선택 및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기준을 소득평가액과 최고재산액으로 변

경하였다. 다른 주거비보조에 비해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소득평가액을 기

준중위소득의 60%로 고정하는 등 주택정책적 지원프로그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

다. 공공임대주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장기(10년∼20년)적으로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까지 지원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고, ② 지역의 

68) Wilson, W., 2013, “The reform of Housing Benefit(Local Housing Allowance) for tenants in private 
rented housing”, House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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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수준69)을 감안하여 가구당 보조액을 책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③ 대기자명

부 제도의 운영 등 전달체계를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2절에서는 중･단기에 달성하여

야 할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69) 영국은 지역주택수당 도입 시에 지역임대료의 50% 수준에 기초하여 제도를 설계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실제임대
료를 일렬로 나열하였을 때 40% 내외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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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 제도 개선방안

1) 지원기준 완화 및 정책대상 확대

서울시의 주택바우처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60%인 가구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대상가구는 10.9만 가구로 나타

났다.

구  분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60%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
계

응답자수
(가구)

248
( 9.5%)

358
(13.7%)

2,007
(76.8%)

2,613
(100.0%)

가중치 적용
(천 가구)

71.9
( 8.7%)

108.9
(13.2%)

642.9
(78.1%)

823.8
(100.0%)

자료 : 국토교통부⋅서울시, 2019,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2] 현행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소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가구는 주거급여제도 도입 및 변화에 따라 2014년 10.8천 가

구에서 2019년 4.8천 가구로 감소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주택바우처의 지원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라 전국 주거급여 수급가

구가 2015년 80만 가구에서 2018년 97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주거급여 수

급자는 2015년 15.3천 가구에서 2019년 20.8천 가구로, 35.9%가 증가하였다. 주거

급여는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기준임대료의 인상에 따라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기준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간의 격차가 크고, 월세가

구의 임대료부담 및 주거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바우처의 정책대상

을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7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

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70%로 완화할 경우에는 16.9만 가구가 정책대

상이 되어, 현재보다 6.1만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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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70%
기준중위소득의

70% 초과
계

응답자수
(가구)

248
( 9.5%)

589
(22.5%)

1,776
(68.0%)

2,613
(100.0%)

가중치 적용
(천 가구)

71.9
( 8.7%)

169.4
(20.6%)

582.5
(70.7%)

823.8
(100.0%)

자료 : 국토교통부⋅서울시, 2019,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3] 지원기준 확대 시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정책소요

현재 일반바우처 대상자인 고시원 거주자는 쪽방 거주자와 같이 특정바우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시원은 주거적정성이 매우 떨어지고, 사

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지불하는 다중시설이다. 고시원

에 일반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열악한 공간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높다. 고시원 장기거주자의 경우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서울형 기

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주택정책적 차원에서 퇴거를 유도하

고,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 지원액 조정

(1) 조정(안) 마련절차

현재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단독가구 8만 원을 기준으로 가구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5천 원씩 가산하여 월임대료를 보조하고 있다. 이는 가구규모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방수⋅면적, 그에 따른 임차주택의 임대료가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운

영이다.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가구규모별 임대료 또는 주거비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월임대료 전환액

과 주거비를 활용한 가구규모별 주거비 균등화지수를 도출하여 새로운 지원액(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잔여소득(가구소득에서 임대료를 제하고 남은 소득)과 소

득 대비 임대료비율(RIR)을 분석하여 저소득층의 임대료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보조

금의 산정액을 분석하겠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여 새로운 지원액(안)의 수준을 제시하

도록 하겠다. 다만, 보조금 산정액은 주거비의 자기부담분이 50%라는 가정 아래 검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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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바우처의 지원금액, 가구규모별 주거비 균등화지수, 임대료부담 해소를 위

한 보조금 산정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가지의 주택바우처 지원액(안)을 마련하겠

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을 6,000가구, 8,000가구, 10,000가구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을 실시하여 예산(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소득기준 검토 임대료기준 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의 지원기준
╴주택바우처의 지원기준

╴주택바우처의 지원기준
╴2019년 임대료⋅주거비

가구규모별 주거비 균등화지수 도출

① 월임대료 전환액    ② 주거비(월임대료 + 주거관리비)    ③ 평균치

저소득층 임대료부담 해소를 위한 보조금수준 분석 : 자기부담분 50% 가정

주택바우처 지원액(안) 제시

주택바우처 예산(안) 제시

① 1안 :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고, 현행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 수준을 유지
② 2안 :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고, 현행 1인 가구 대한 지원액 수준을 상향

① 6,000가구, ② 8,000가구, ③ 10,000가구에게 지원할 경우의 예산 추정

[그림 5-2] 주택바우처 개선(안) 및 예산(안) 마련절차

(2) 주거비 균등화지수 도출

현행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액 기준에 따라 정책대상가구의 주거비 균등화지수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합리적인 가구균등화지수 산출을 위해 월임대료 전환

액, 주거비(월임대료 + 주거관리비)의 균등화지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가구균등화지수

의 평균값은 1인 가구 0.79, 2인 가구 0.81, 3인 가구 0.94, 4인 가구 1.00, 5인 가

구 0.88, 6인 이상 가구 1.25로 나타났다. 5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가 4인 가구보

다 낮은 이유는 식료품⋅생필품에 드는 비용이 크고,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

는 가구원이 4인 가구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70%까지 확대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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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구균등화지수는 현재보다 폭이 줄어들지만 가구규모에 따라 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균등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1인 가구 0.81, 2인 가구 0.86, 

3인 가구 0.95, 4인 가구 1.00, 5인 가구 1.08, 6인 이상 가구 1.18로 나타났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  구

기  준
중위소득의
45% 초과

∼60%

월임대료
전환액

43.6
<0.80>

45.0
<0.82>

51.7
<0.95>

54.7
<1.00>

50.9
<0.93>

68.3
<1.25>

주거비
47.6

<0.78>
48.5

<0.80>
57.0

<0.94>
60.8

<1.00>
51.0

<0.84>
76.3

<1.25>

균등화지수 평균 0.79 0.81 0.94 1.00 0.88 1.25

기  준
중위소득의
45% 초과

∼70%

월임대료
전환액

42.9
<0.82>

46.0
<0.87>

50.6
<0.96>

52.6
<1.00>

58.8
<1.07>

61.7
<1.06>

주거비
46.9

<0.80>
49.3

<0.84>
55.0

<0.94>
58.4

<1.00>
61.4

<1.05>
68.8

<1.31>

균등화지수 평균 0.81 0.86 0.95 1.00 1.08 1.18

가구균등화지수 조정 0.80 0.85 0.95 1.00 1.05 1.15

  주 : 1) 월임대료 전환액은 주거급여제도의 전환이율(연 4.0%)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함.

2) 주거비 = 월임대료 + 주거관리비.

3) < > 안은 가구균등화지수.

자료 : 국토교통부⋅서울시, 2019,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4] 주거비 관련 가구균등화지수
(단위 : 만 원)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최종 가구균등화지수를 1인 가구 0.80, 2인 가구 0.85, 3인 

가구 0.95, 4인 가구 1.00, 5인 가구 1.05, 6인 이상 가구 1.15로 조정하였다.

(3) 저소득층의 임대료과부담 해소를 위한 보조액 산정

㉮ 잔여소득방식 적용

전체 월세가구 중에 임대료 지불 후 잔여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39.2%로 나

타났다. 이에 반해 현행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는 잔여소득 100만 원 미만인 가구

의 비율이 64.0%(229가구)에 달하였다. 정책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45% 초과∼70% 

이하로 확대할 경우, 잔여소득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8.9%(288가구)를 차지하여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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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0만 원
미  만

50만 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  상

계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60%

115
 (32.12)

114
 (31.84)

 71
 (19.83)

 43
 (12.01)

 15
 ( 4.19)

358
(100.00)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70%

123
 (20.88)

165
 (28.01)

117
 (19.86)

102
 (17.32)

 82
 (13.92)

589
(100.00)

<비  교>
전체 월세가구

 356
 (13.62)

 290
 (11.10)

 426
 (16.30)

 517
 (19.79)

1,024
 (39.19)

2,613
(100.00)

  주 : 보증금의 월세전환이율은 주거급여제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4.0%를 적용함.

자료 : 국토교통부⋅서울시, 2019,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5]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잔여소득 분포
(단위 : 빈도, ( ) 안은 %)

㉯ RIR방식 적용

전체 월세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은 평균 26.1% 

수준이다. 그러나 주택바우처의 정책대상가구는 평균 RIR이 38.3%이고, 30% 이상인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62.1%로 나타났다.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70%인 가구의 

RIR은 평균 32.8%이고,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47.8%로 나타났다.

구  분 20% 미만
20%∼

30% 미만
30%∼

40% 미만
40%∼

50% 미만
50% 이상 계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60%

 49
 (13.69)

 87
 (24.30)

 73
 (20.39)

 59
 (16.48)

 90
 (25.14)

358
(100.00)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70%

148
 (25.13)

160
 (27.16)

106
 (18.00)

 73
 (12.39)

102
 (17.32)

589
(100.00)

<비  교>
전체 월세가구

1,182
 (45.24)

 738
 (28.24)

 300
 (11.48)

 148
 ( 5.66)

 245
 ( 9.38)

2,613
(100.00)

  주 : 보증금의 월세전환이율은 주거급여제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4.0%를 적용함.

자료 : 국토교통부⋅서울시, 2019,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6]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분포
(단위 : 빈도, ( ) 안은 %)

㉰ 임대료과부담 해소를 위한 보조액 산정

현행 지원대상가구의 잔여소득은 평균 88.3만 원, RIR은 평균 37.9%로 나타나, 임대

료부담이 과중한 상태이다.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70%로 완화할 경

우에도 잔여소득은 평균 116.9만 원, RIR은 평균 32.6%로 나타났다. 서울의 임대료

수준이 높아서, 임대료부담은 여전히 과중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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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60%
(현행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70%
(지원대상 확대)

<비  교>
전체 월세가구

잔여소득(소득 - 임대료)  88.30 116.87 188.90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RIR)  37.92  32.60  25.89

  주 : 보증금의 월세전환이율은 주거급여제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4.0%를 적용함.

자료 : 국토교통부⋅서울시, 2019,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7] 주택바우처 정책대상가구의 평균 잔여소득 및 RIR
(단위 : 만 원, %)

주거비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잔여소득방식70)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23.5만 원에서 38.2만 원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RIR방식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21.4만 원에서 34.2만 원을 보조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주택바우처 

보조액의 3배∼4배 정도에 달하는 금액으로, 저소득가구의 임대료부담 해소를 위해서

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바우처 정책대상자의 소득기준을 45% 초과∼70% 이하로 확대할 경우에도 

임대료과부담 해소를 위한 보조액은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60%에서 45% 초과∼70%로 지원기준을 확대하더라도 

수혜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70) 가구소득에서 임대료와 주거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보다 적을 경우 임대료부담이 있는 상태라
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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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  균 중  위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60%

1인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23.78 23.50

RIR접근법 21.80 20.83

2인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24.25 22.50

RIR접근법 22.52 20.00

3인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28.52 26.00

RIR접근법 25.83 25.00

4인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30.38 30.00

RIR접근법 27.34 25.83

5인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25.50 22.00

RIR접근법 25.44 23.75

6인 이상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38.17 36.00

RIR접근법 34.17 40.00

기준중위소득의
45% 초과∼70%

1인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23.46 23.50

RIR접근법 21.43 20.83

2인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24.65 22.00

RIR접근법 23.00 20.00

3인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27.48 25.50

RIR접근법 25.28 23.33

4인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29.18 27.50

RIR접근법 26.31 25.00

5인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30.70 23.00

RIR접근법 29.38 25.83

6인 이상 가구
잔여소득접근법 34.29 32.00

RIR접근법 30.85 28.33

  주 : 임대료 및 주거관리비의 50%는 자기부담분인 경우임.

자료 : 국토교통부⋅서울시, 2019, “2019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표 5-8] 저소득층 월세가구의 임대료부담 해소를 위한 보조금 산정액
(단위 : 만 원)

(4) 주택바우처 지원액(안)

저소득층 월세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된 지원액 규모를 기준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2가지의 주택바우처 지원액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지원

액 규모를 크게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1안과 예산범위

를 감안하여 중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는 2안으로 구분하였다.

1안은 현행 최소지원액인 1인 가구 8.0만 원을 유지하면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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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이다. 이 경우 1인 가구 지원액은 현재 8.0만 원으로 유지하되, 가구원수가 증

가함에 따라 지원액을 늘려 6인 이상 가구에게 13.5만 원을 보조하도록 한다. 2안은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지원액을 9.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중단기(3

년 이내) 개선안으로, 예산의 증가폭을 고려하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  구

가구균등화지수 0.80 0.85 0.95 1.00 1.05 1.15

주택바우처 지원액 1안  8.0  8.5  9.5 10.0 10.5 11.5

주택바우처 지원액 2안  9.0  9.6 10.7 11.3 11.9 13.0

주 : 1) 일반바우처의 경우임.

2) 특정바우처의 경우는 가구원당 일반바우처의 보조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보조하도록 함.

[표 5-9] 주택바우처 지원액(안)
(단위 : 만 원)

(5) 대안에 따른 예산(안) 검토

서울형 주택바우처가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제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

해서는 지원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5% 초과∼70% 이하이고, 임대료는 소액보증금(1억 1,000만 원) 이하를 정책대상가

구로 설정하였다.

2021년의 목표 정책대상가구는 6천 가구, 8천 가구, 1만 가구로 설정하여 예산을 검

토하였다. 주택바우처의 정책대상가구는 2013년∼2017년까지 약 1만 가구였으나, 

주거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2019년에 약 5천 가구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임대주택

시장과 주거급여제도의 변화에 따른 주택바우처제도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은 것에서 기인한다.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목표 정책대상가구를 1만 가구까지 설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검토한 개선 지원액(안)

에 가구규모를 적용하여 예산을 검토하였다. 가구규모는 2019년 국토교통부⋅서울시

의 “주거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소득 및 임대료기준에 부합하는 가구구성비를 

산출하여 목표 정책대상가구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총 6가지 대안에 따른 예산이 계산되었다.

  ╴Ⅰ안 : 지원액은 1안이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소액보증금 이하인 월

세 거주가구



102

05

서
울
형
 주
택
바
우
처
의
 개
선
방
안

    ∙ Ⅰ-1안 : 목표 정책대상가구 6천 가구

    ∙ Ⅰ-2안 : 목표 정책대상가구 8천 가구

    ∙ Ⅰ-3안 : 목표 정책대상가구 1만 가구

  ╴Ⅱ안 : 지원액은 2안이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소액보증금 이하인 월

세 거주가구

    ∙ Ⅱ-1안 : 목표 정책대상가구 6천 가구

    ∙ Ⅱ-2안 : 목표 정책대상가구 8천 가구

    ∙ Ⅱ-3안 : 목표 정책대상가구 1만 가구

㉮ Ⅰ 안

정책대상가구의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5% 초과∼70% 이하로 조정하였을 경우, 

목표 정책대상가구에 따른 가구원수별 대상규모는 아래와 같이 분석되었다.

  ╴6천 가구인 경우 : 1인 가구 2,748가구, 2인 가구 1,548가구, 3인 가구 888가

구, 4인 가구 642가구, 5인 가구 102가구, 6인 이상 가구 72가구

  ╴8천 가구인 경우 : 1인 가구 3,664가구, 2인 가구 2,064가구, 3인 가구 1,184

가구, 4인 가구 856가구, 5인 가구 136가구, 6인 가구 96가구

  ╴1만 가구인 경우 : 1인 가구 4,580가구, 2인 가구 2,580가구, 3인 가구 1,480

가구, 4인 가구 1,070가구, 5인 가구 170가구, 6인 가구 120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주택바우처를 8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개선한 지원액 1안을 적용하면, 목표 정책대상가구에 따른 예산 규모는 [표 5-10]과 

같다. 목표 정책대상가구 6천 가구일 경우에는 연간 62.3억 원, 8천 가구일 경우에는 

연간 83.0억 원, 1만 가구일 경우에는 연간 103.8억 원의 예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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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  구

계

지원액   8.0   8.5   9.5  10.0  10.5  11.5 -

가구구성비  45.8  25.8  14.8  10.7   1.7   1.2 100.0

지원목표
6천 가구

가  구  2,748  1,548   888   642   102    72  6,000

예  산  2,638  1,579  1,012   770   129    99  6,228

지원목표
8천 가구

가  구  3,664  2,064  1,184   856   136    96  8,000

예  산  3,517  2,105  1,350  1,027   171   132  8,304

지원목표
1만 가구

가  구  4,580  2,580  1,480  1,070   170   120 10,000

예  산  4,397  2,632  1,687  1,284   214   166 10,379

주 : 현재 특정바우처 수급가구의 규모가 극소수이고, 그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워 일반바우처 수급가구로 처리하여 
계산함.

[표 5-10] Ⅰ안(지원액 1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예산(안)
(단위 : 만 원, %, 가구, 백만 원)

㉯ Ⅱ 안

1인 가구에 대한 주택바우처를 9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개선한 지원액 2안을 적용하면, 목표 정책대상가구에 따른 예산 규모는 [표 5-11]과 

같다. 목표 정책대상가구가 6천 가구일 경우에는 연간 70.2억 원, 8천 가구일 경우에

는 연간 93.6억 원, 1만 가구일 경우에는 연간 11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  구

계

지원액   9.0   9.6  10.7  11.3  11.9  13.0 -

가구구성비  45.8  25.8  14.8  10.7   1.7   1.2 100.0

지원목표
6천 가구

가  구  2,748  1,548   888   642   102    72  6,000

예  산  2,968  1,783  1,140   871   146   112  7,020

지원목표
8천 가구

가  구  3,664  2,064  1,184   856   136    96  8,000

예  산  3,957  2,378  1,520  1,161   194   150  9,360

지원목표
1만 가구

가  구  4,580  2,580  1,480  1,070   170   120 10,000

예  산  4,946  2,972  1,900  1,451   243   187 11,700

주 : 현재 특정바우처 수급가구의 규모가 극소수이고, 그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워 일반바우처 수급가구로 처리하여 
계산함.

[표 5-11] Ⅱ안(지원액 2안,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예산(안)
(단위 : 만 원, %, 가구,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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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 운영 개선방안

1) 전달체계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경우 동주민센터가 신청･접수업무와 주택조사(확인조사)업무를, 

자치구가 소득⋅재산 확인업무와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함께 수혜가구에 대한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에 대한 환수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소득 및 재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치구⋅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업무량과 책임에 비교

적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주거비보조 관련 선진국의 사례와 FGI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주택바우처 전달체

계상의 업무처리 및 책임을 [그림 5-3]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청⋅접수

소득 및 재산조사

주택조사

보장 결정
주택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관리

연간 지급계획 수립
예산 배정

⚫바우처 신청자 → 동주민센터
  ╴신청서에 지원자격 관련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명시

⚫서울시 : 업무처리의 정확성⋅신속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노력
  ╴블록체인시스템을 이용한 확인 시 자치구에 행정비용 지원
⚫자치구 : 서울시의 블록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자치구⋅동주민센터 : 임대차계약 확인 및 조사
⚫주거복지센터 : 자치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주거확인조사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책임하에 보장 결정하고, 바우처 지급

⚫자치구⋅동주민센터 :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지원자격 평가
⚫서울시 :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조치 실시
⚫주거복지센터 : 상담 및 발굴, 자원 연계, 대상자 사례관리

⚫자치구 : 연간 수급규모 및 보조액을 추정하여 지급계획 수립
⚫서울시 : 예산수립 시에 반영하고, 예산을 자치구별로 배분

[그림 5-3]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전달체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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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및 접수

주택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정책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임대료 보조 신청서’에

는 거주지역, 가구구성, 임대차계약, 소득 및 자산 등이 변동할 경우의 신고의무가 명

시되어 있지 않다. 주택바우처 수혜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 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보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복수급

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매월 지급일 전에 지원자

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자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 달라질 경우, 수급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

청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보장결정 이후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을 경

우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부정이득 환수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

시하여야 한다. 선진국은 행정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

급가구 스스로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동을 담당기관에 통지/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2) 소득 및 재산조사

현재 소득 및 재산조사는 보장 결정을 위해 자치구가,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동주민

센터가 확인･검토하여 정리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거비보조 프로그

램은 현장감각을 갖춘 담당직원,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한 관리시스템, 효율적인 모니

터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지역사

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장 결정 및 지원대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업무처리의 

정확성⋅신속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서울시는 행복e음 시스

템을 이용하여 주택바우처 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

한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주택바우처를 행복e음 시

스템에 반영하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Ⅰ안 : 주거복지 자격확인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보조, 주택개량 외에도 긴급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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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주거취약계층⋅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청년 월세지원,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를 구비하여 SH공사⋅동주민센터ㆍ자치구ㆍ은행 등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되고 있다. 이러

한 지원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정확성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문

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늘어날수록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주거복지 수혜자의 선정과 관리의 편의성⋅정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중복수혜를 

예방하며, 효율적으로 공공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8년 10월에 SH공사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통합시스

템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및 사례에 

대한 관리 및 기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달체계 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

고 있다. 구축이 필요한 통합 전산시스템은 신청 및 접수, 소득 및 재산조사, 수혜자 

관리와 관련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혜자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지원받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수혜자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Ⅱ안 : 서울시의 블록체인시스템 활용

2019년 11월부터 서울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시스템은 중앙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e하나

로민원71)을 통해 신청서류의 내용을 조회하고, 그 이력을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청년 월세지원, 청년수당 등의 사업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일자리 사

업규모는 연간 15,000명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수기로 작성･
보관하고 있었다. 사업참여자 입장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업담당자를 찾아

가서 신청하는 불편, 개인정보 노출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0

년 10월부터는 근로계약서 체결부터 이력관리까지 서울시의 일자리 전자근로계약을 

71)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업무전용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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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사업참여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담당

자의 업무부담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있다. 주택바우처와 유사하게 월세를 보조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도 블록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토

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주택바우처도 차상위계층이 아닌 정책대상자인 경우에는 블록체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여 수급자를 선정･관리하면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택바우처의 자격요건 중에 블록체인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택임대차 확인서 및 금융재산의 경우, 자치구의 담당부서가 확인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복지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행정

비용을 보조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주택조사

영국의 HHSRS(주택보건안전등급제), 미국의 HQS(주택품질기준) 등과 같이 주거환

경/성능을 확인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조사는 수혜자의 거주사실 및 주거상

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를 통해 1년

에 1회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는 업무 

과다⋅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주택조사의 경우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가 담당하도록 하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주거

복지센터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인을 책임지도록 한다. 단, 주거복지센터로 하여

금 수혜자의 거주사실 및 주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다만, 주거복지센터가 전수의 현장조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보장 결정 및 주택바우처 지급

주택바우처 전달체계에서 자치구와 동주민센터가 업무와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부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공무원은 지원자격 검증과정에서의 정확성 문제로 인해 업

무처리의 위축감이 상당히 크다. 또한 환수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매월 주택바우처 지

급일 전에 지원자격을 수기로 확인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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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업무 및 책임의 부담을 줄이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내에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도 인력

의 한계가 있으므로, 자치구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치

구와 주거복지센터는 소득 및 재산확인⋅주택조사를 담당하여 서울시에 검토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검토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와 공동책임 아래 보

장결정 및 지급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5) 지원대상 관리

보장 결정 및 주택바우처 지급이 개시되고 수급자격과 관련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

황이 바뀌면, 수급자는 보장기관에 변동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인

지하고서 적극적으로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에 알리는 수급자는 거의 없다. 중복수

급 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자격변동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바우처 수급자격 취득 또는 갱신 후 일정 기간(6개월∼1년) 동안에는 소득 및 재

산확인, 주택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 1년에 1회 정기조사, 1회

의 부정기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확인과 주택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주택바우처 신청 시에, 수급자격 취득 및 갱신 시에 자격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

무를 수급자에게 반복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지원대상자의 소득평가 

시에 그 산정기간은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계절적⋅환경적 이유

로 소득의 편차가 큰 일용직의 경우에는 6개월 평균도 가능하도록 소득평가방식을 개

선할 필요도 있다.

정기⋅부정기 확인 및 조사의 실시, 자격변동사항에 대한 수급자의 신고의무 등을 통

해,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기⋅부정기의 소득 및 재산확인은 통합 전산시스템 또는 블

록체인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는 서울시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6) 자치구의 연간 지급계획 수립

현재 주택바우처는 매월 자치구가 수급자를 파악하여 서울시에 예산배정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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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이를 반영하여 예

산을 확보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지방정부와 지역주택청(NYCHA)은 매년 주택선택바우처 / Section 8 행정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욕시의 주택 담당부서와 지역주택청은 매년 10월

에 주택선택바우처의 행정목표, 지원기준 및 절차, 연간 자격갱신, 보다 강화된 바우

처 등을 담은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NYC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2020;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2018). 이 계획서를 통해 주택선택바우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주체가 매년 일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설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주

택선택바우처 행정계획은 HUD의 요건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청(PHA)의 연간 계획에 

포함된 운영목표와 지방정부의 정책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립되고 있다.

자치구는 연간 지급계획을 8월∼9월에 수립하되, 주택바우처 수혜자규모 및 지원금액

과 신규대상자 예상 및 발굴을 바탕으로 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및 조사실적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

도록 한다. 연간 지급계획 도입 초기에 서울시는 자치구가 계획을 수월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예산 및 지원규모를 설정한 후, 이를 자치구의 지급실적에 따

라 배분할 필요도 있다. 미국 주택선택바우처의 경우, 지방주택청은 HUD의 재정지

원사업 통지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고 있다. 

HUD는 전년도에 사용된 바우처의 규모 및 금액,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개별 지

방주택청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주택청을 할당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수급가구를 선정･지원하고, 나머지 신청가구는 대기자명부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치구가 연간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 정

착되면, 자연스럽게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신청자를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될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주택바

우처의 정책적 목표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가 지급계획에 따른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정책목표 달성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에는 자치구와 동주민센터의 업무실적 향상도 유도할 수 있다. 영국의 경

우 노동연금부가 보상방식의 보조금, 별도의 행정예산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주거비 



110

05

서
울
형
 주
택
바
우
처
의
 개
선
방
안

보조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 적극적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최근 주택바우처 지원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주거급여의 제도개

선에 따라 정책대상가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바우처 지원기준을 충족하

는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부족하였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주택

바우처에 대한 홍보는 주로 신문, 자치구가 발간하는 소식지, 지하철 광고판 등을 이

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의 빈도가 낮고, 정책대상에 집중한 홍보가 아니어서 효과성

이 떨어진다. 주택바우처 정책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의 방식과 내용을 개선

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추진,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진행 등을 통해 파악한 주거

빈곤가구 및 지원필요가구를 표적화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통･
반장 등), 주거복지센터의 상담사를 활용하여 정책대상자에게 주택바우처 관련 정보

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 기관이 파악한 전달체계 관련 사각지대72)에 있

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면, 수급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달체계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해온 사람과 조직이기 때문에 통합성⋅접근성⋅지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적 대상자발굴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거복지⋅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이 거버넌스체계 또

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 도입

새로운 유형의 주택바우처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과 연계되어야 한

다. 미국의 경우 지역주택청은 주택선택바우처 중에 최대 20%를 사업기반바우처

72) 사각지대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전달체계 관련 사각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달체계 관련 사각지대는 제도의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정보, 낮은 인지 등과 같은 이유로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홍성대, 2011,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의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입법과 정책」, 제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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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V)로 지원할 수 있다. 참전용사⋅노숙인의 주거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을 위

한 지원주택을 확보하며,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저렴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PBV를 통

해 10%의 추가적인 보조를 하고 있다. PBV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뿐만 아

니라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과 소득혼합형 주택(mixed-income housing)

을 조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PBV는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에 걸쳐 저렴주택에 대

한 투자⋅공급에 안정적 수입원이 되어, 투자자⋅공급자의 금융 패키지 가운데 하나

로 자리잡고 있다. PBV는 신규주택의 건설, 기존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시에도 지

원되고 있다. 때때로 지역주택청은 주거 및 마을재생(housing and neighborhood 

revitalization) 사업을 위해 PBV를 활용하기도 한다(Cunningham, M. & Scott, 

M. M., 2010).

2014년 서울시는 비영리･공익법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공급하는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2020년 11월 현재 서울에 있는 사회주택 재고는 1,328

호이며, 이 중에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공급된 경우는 722호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리모델링, 빈집살리기, 토지임대, 리츠 등을 통해 사회주택을 공급하였지만, 

재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민간 소유의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

공이 요구하는 공공성에 비해 지원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장기운영에 따

른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박은철 외 3인, 2019).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서울시

리모델링 - 37 145 49 53 - 284

빈  집 18 40 9 - - 151 218

토지임대부 43 68 11 24 - - 146

사회주택리츠 - - - 60 14 - 74

SH공사 사회적주택 - - - - 397 89 486

LH공사 사회적주택 - 52 - 68 - - 120

전  체 61 197 165 201 464 240 1,328

자료 : 한국사회주택협회, 2020, 내부자료.

[표 5-12] 서울시 사회주택 재고현황(2020년 11월 기준)
(단위 : 호)

사회주택 입주자 가운데 소득 1-2분위(또는 1-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수에 

따라 운영주체에게 주택바우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운영주체의 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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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민간주체의 사회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보조

금액은 저소득층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할인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금액은 일반바우처

의 가구규모당 보조액으로 하면 될 것이다.

사회주택
운영자

긴급임시주택
운영자

╴입주자 가운데 소득 1-2분위
(또는 1-4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새로운
주택바우처

보조 보조

╴임대주택 경매, 임대료 연체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

╴재해⋅사건⋅사고 등에 의해 
주거상실위기에 처한 가구

[그림 5-4] 새로운 주택바우처 도입(안)

과거 서울시는 임시주거바우처(쿠폰바우처)를 통해 임차주택 경매 또는 월세보증금 

전액소진으로 긴급한 주거위기에 처한 주민에게 3개월∼6개월 동안 무료로 주거를 

제공한 바 있다. 2011년부터 비영리단체인 집희망주거복지센터가 시범사업으로 1년 

동안 위탁･시행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임시주택 운영, 까다로운 선정요건 등으로 인

해 실적이 적어서 다음 해에 폐지되었다.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공공기관(주로 SH공사

⋅LH공사)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주거위기가구⋅주거상실가구가 단기간 동안 거

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긴급임시주택의 유지수선비를 부담하

기도 하고, 입주자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며,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주거이동을 위

한 사례관리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주거위기가구⋅주거상실가구에 대한 공공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반가

구가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임시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 보조

금액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비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결정하되, 최대금액은 특정바우

처의 가구규모당 보조액으로 통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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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nt Subsidy Program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un-Cheol Park⋅Hwayon Jin

Since 2002,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program to 

subsidize the monthly rent of low-income households who are not pai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The program 

complemented the shortcomings of the integrated benefit system with the use of 

the local government’s own budget. Since its implementation,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been reorganized and eased, the number of 

Seoul rent subsidy program recipients has decreased over time, plunging from 

around 10,000 households between 2014 and 2017, to 4.8 million households in 

2019. Although the housing cost subsidy is a representative housing welfare 

program that coexists alongside public rental housing, it is recognized in Korea as 

a program that complements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ere maintaining a large supply of large-scale public 

rental housing is difficult in practice, the expansion and increase of the rental 

subsidy system needs to be balanced between the need for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benefits.

The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operating the Seoul rent subsidy program, 

including the heads and staff of the Housing Support Center and experts in related 

research fields, all, suggested the need to establish long-term policy goals, and the 

explains of policy targets by easing support standards. Additionally, they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livery system, discover the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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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ctive promotion, and introduce new types of Seoul rent subsidy 

programs for the long-term future.

In order to balance public rental housing as the Seoul rent subsidy program 

establishes the status of a housing policy support program,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which focused on dividing the system aspect and 

operation aspect.

In terms of the orientation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ease the support criteria 

to 7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in the short and medium-term, and for the 

long-term,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housing welfare policy by setting it to 85%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or the same as the eligibility of national rental 

housing. As an alternative for the short- to mid-term, a plan was proposed to 

subsidize 80,000 won (Alternative 1) and 90,000 won (Alternative 2) for a single 

person household. Based on the annual support target of 10,000 households, the 

budget is expected to cost 103.8 billion won per year in the case of implementing 

Alternative 1 and 117.0 billion won in the case of Alternative 2.

In terms of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elivery system, such as 

increasing the rol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establishing a 

computerized system in order to focus on the intensive promotion and discovery 

of targets for housing poverty households and support nee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eoul rent subsidy program linked to social housing and 

emergency transition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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