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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Introduction and Summary

1_Introduction

      Korea has achieved remarkable economic growth by adopting an urban growth 

strategy that prioritizes economic development, but along with this achievement, bad 

practice regarding housing has been accumulated and the social function of housing 

has been neglected. In the age of industrialization, houses and dormitories for workers 

and students were not built while industrial complexes and universities were mainly 

built, which resulted in decades-long unsolved housing problems for workers and 

university students. The accommodation capacity at universities located in areas with 

high housing cost, especially Seoul, remains low, which worsened inadequate housing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For a long time absolute shortage of housing has been regarded as a main cause 

of housing problem in Korea. Despite the fact that, through continuous housing 

supply, the absolute lack of housing is resolved, the housing problem is still serious 

in Korea. Housing has become a commodity that is constantly bought and sold to 

accumulate fortune, rather than a place where people live. Housing has become a 

resource of wealth for the people to gain maximum profits from investment by 

neglecting sufferings of the socially marginalized due to high housing costs. 

     As most of th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done by the complete 

demolition of old community to focus on the speed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marginalized groups such as tenants were forced to move out from the community. 

As a consequence, these people lost their jobs and homes. Conflicts of interest over 

housing continue to grow among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Landlord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decrease in their revenues from rental housing raise their voices 

strongly against the constru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dormitories.1) The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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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including collusion with political elites and demonstration to keep their 

interests. Whereas the voices of low-income people and young people who are acutely 

in need of affordable housing are overlooked. 

     On January 20, 2009, The Yongsan Tragedy occurred in Yongsan, central 

Seoul, causing five evictees and one police losing their lives. It was an unprecedented 

and devastating incident that happened in the process of suppressing evicted tenants 

who resisted and protested in the watchtower built on the top of the Namildang 

Building against forced demolition. The Tragedy occurred just in front of the other 

evicted tenants and their families. The cry: “There are still people there” toward the 

watchtower in flame has become a symbol of the tragedy. The burning watchtower 

on the site of the protests symbolizes the problematic situation Korea is facing (Fig.1). 

Fig. 2. The burning watchtower on the morning of the Yongsan 
tragedy, January 20, 2009

1) The housing policy is an intergenerational issue in Korea.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baby-boomer" 
generation has accumulated housing wealth in the past, and they are concerned that housing prices may 
fall. On the other hand, the younger generation is frustrated by the fact that homeownership is beyond 
their reach. They want to see housing prices fall further, and housing become more affordable(Kim, K. 
H. and Park, M. S., 2016, Housing Policy in the Republic of Korea, ADBI Working Paper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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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most significant causes for the tragedy was the inhumane 

development-related legal system prioritizing profits from the development over the 

housing rights of the tenants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2)

     Twenty years ago, in 1996,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at the UN-Habitat 

Ⅱ that it believed adequate housing was a basic human rights, and then the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in 2015 that stipulated the right 

to housing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law. Nevertheless, the right to housing in 

Korea is still not recognized as other rights. As most government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ill do not comply with its obligation to protect, respect, and 

fulfill human rights, the right to housing for many, especially the poor, in Korea is 

not guaranteed and exists only on paper, not in practice. 

     A mother and her two daughters in Songpa, one of 25 districts of Seoul, 

committed suicide in 2014, leaving a note apologizing for their overdue rent and 

utility costs. They had not received any help from the governments, and they had 

worried about their rent until the moment they killed themselves. Unfortunately, until 

now many poor people suffering from expensive housing costs threatening their lives 

face similar situation. Yongsan tragedy in 2009, Songpa tragedy in 2014 and the fact 

that young adults newly join the vulnerable groups show that there has been no 

progress or even stagnated on realization of the right to housing over past 20 years 

after UN-Habitat Ⅱ. 

     Most tenants live in private rental housing because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ccounts only for 5% of the total housing stock.3) Despite this situation, there 

have been almost no regulations on skyrocketing rents, as well as on the quality of 

housing. Tenants who cannot afford the rent increase have to move to other place 

2)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7, The White Paper on Yongsan Tragedy.
3) According to 2015, Census, the homeownership rate of Korea is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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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two years. The conditions of majority of low-cost rental dwelling where poor 

people usually live are inadequate. Sometimes water leaks from the ceiling and water 

comes up from the floor, and even a heating system does not work in cold winter. 

Nonetheless, those inadequate dwelling conditions are not addressed by both landlords 

and the government. The occupants’ fear of losing their home make them endure the 

inadequate and even inhumane dwelling conditions.

     The form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arried out the policy allowing and 

encouraging speculation. A minimum safeguards to prevent speculation, such as  

Debt-to-Income Ratio(DTI) and Loan-to-value ratio(LTV) were deregulated. 

Irrespective of income, people are encouraged to take on debt to buy houses. In 

addition, the Price Ceiling Regulation on Pre-sales for curbing initial prices of new 

apartment was virtually repealed, the restitution of large development gains prescribed 

by law was suspended, and various taxes on homeownership and house transactions 

were reduced. To make the matters worse, the Park's administration launched a 'New 

Stay' housing project at the national level. New Stay was the product resulting from 

unprecedented collusion between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elite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The New Stay project gave preferential treatments to large 

companies that pursue private profit. New Stay had no regulation on initial rents and 

tenant qualification, which is the minimum conditions required to ensure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aid. In some cases, the public aid for New Stay was even 

larger than those for public rental housing. 

     Due to the Park Geon-hye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promoting 

ownership, devastating result that skyrocketing hosing prices was supported by 

households debt became reality. Because, for a long time, capital gain of owner is 

enormous, the speculation spreads everywhere in Korea. For investors, housing is a 

means to secure and accumulate wealth rather than a place to live in dignity. 

Speculation induce the sudden rise of rent, so serious housing problems rises for 



- 5 -

young people especially working poor, the unemployed, college students, etc.

     In Korea, the tendency that housing is treated as a commodity has been 

reinforced during the past 10 years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Decision-making and assessment of housing policies are devoid of reference to 

housing as a human right. Capital investment and speculation in housing increasingly 

disconnect housing from its social function of providing a place to live in safety and 

dignity, and hence undermine the realization of housing as a human right. 

    Owing to the power of Korean people waiting for the spring of democracy in 

the street during the fall and winter, President Park was impeach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took office in May 2017, unveiled a new housing plan in 

August 2 to paralyze the former government’s policy. Even though Korea has already 

entered a low-growth phase in both economy and population, media outlets still urge 

the central government to launch policies to boost a real estate investment, rather than 

policies to protect people’s right to housing. It’s because the belief that investor in 

real estate is always a winner which was formed during its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is still widespread. Most of media outlets, sharing common interests with 

developers and relevant interest groups through the enormous revenue from 

advertising on newly supplied apartments mock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y, 

saying it would ultimately fail. Everyday they continue to meddle in the government’s 

policy by arguing that government should not interfere in housing market. 

     It is a meaningful progress that the Moon Jae-in government plans to adopt the 

Right to Claim for Contract Renewal and Rent Regulation on Jeonse4) and Wolse5) 

to protect tenants. However, it is still problematic that the government passively 

supports the mechanisms to regulate rising housing costs in the private sector without 

4) A type of rental contract in Korea, Usually, under the Chonsei contract the tenants pay huge deposit 
to the landlord and owing to the deposit they do not pay monthly rent.

5) A type of rental contract, monthly rental fee with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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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specific plans and time schedule, just by saying that it will go ahead step by step. 

Moreover, the fact that New Stay project is still ongoing under the new name of 

Public-Aided Private Rental Housing is serious problem. 

2_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right to housing 

1) The right to housing for tenant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the tenants in Korea are suffering from 

housing instability is that the country’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the lease period is two years and the Act does not ensure tenants’ right to renew the 

lease contract(Right to Claim on Contract Renewal).6) In addition, the Act does not 

regulate the rent increase. According to the Survey of Household Trends by Statistics 

Korea, which is the country’s official statistics on income and expenditure, the rent 

to income ratio(RIR) for the first income quintile group, from 2010 to 2016, was 

around 50 percent. The unaffordability of housing makes it impossible for the poor 

to live a normal life. The RIR for all households is also steadily growing from 19.9% 

in 2010 to 23.7% in 2016.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of household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Especially in recent years, it has risen rapidly.

     Due to the rising RIR, middle-class households as well as low-income 

households are suffering from the heavy burden of housing costs. When a short-term 

lease contract of two years is terminated, tenants are forced to accept any rent 

increase. Otherwise, they have no choice but to move to another place. They cannot 

afford to the increased rent and deposit, which far surpass the inflation rate, and 

skyrocketing housing prices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have their own house. 

6) Whe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Korea in 1981, it had no provisions about the 
term of the lease contract. It did not stipulate two years for the contract period until 1989 when it w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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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doption of Rent regulation and Right to Claim on Contract Renewal to 

mitigate the sufferings of tenants in the unregulated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has 

long been discussed in the Korean societ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trongly 

opposed these tenant protection measures. In December 2017 the current government 

has announced Rental Housing Registration Plan with an aim of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security in the rental housing market. This plan is intended to 

provide rental housing landlords with tax benefits to encourage them to register their 

houses. The registered housing is supposed to be regulate the rental contract period 

and the rent increase for 4 years and over. The plan, however, has no regulation on 

unregistered private rental housing. The government said for the time being it would 

see how this plan worked and then it would consider mandatory registration. Still, 

there is no concrete plan yet. It is now doubtful whether the government has 

willingness to regulate the rental housing market, and it is very worrisome both 

tenant’s housing stability and housing cost burden are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landlords register their housing.

2) The homeless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omeless Act) in 2011, the life of 

homeless people have not improved much due to the legal limitations. Along with the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ties, the homeless are often forcibly evicted 

from various public places, and dwellings for the homeless such as jjokbang (a small 

shabby cubicle) are demolished or changed to accommodations for tourists. The 

definition of the homeless adopted by government is very narrow. Only those who 

live on the streets or facilities are regarded as the homeless, so many people who live 

in the inadequate housing are overlooked. As a result, homeless people who live in 

the inadequate housing have not been counted not only in the homeless policies, but 

also in the homeless status surve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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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urvey on the status of the homeless, etc. in October 2016. The targets of the 

survey were limited to people living on streets, in facilities, and jjokbang. The survey 

showed that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was 11,340.7)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in the informal settlements is 393,792, according to the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 can 

see “homeless people” in the survey were defined too narrowly.

     Discrimination has been also carried out against the homeless.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KORAIL) has banned from sleeping in the Seoul Station since 

2011. KORAIL even forcibly evicts the homeless by hiring special security guards. 

This is discriminatory an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at prohibits the homeless 

from entering and using the public station. 

3) Forced eviction

     In Korea, various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running under the 

name of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 but most of these projects carried out by 

private businesses have been accompanied by forced evictions, which resulted in 

seriously harmful impacts on the right to housing for the disadvantaged in the society. 

Private businesses pursuing maximum profit prefer complete demolition to accomplish 

higher speed and efficiency.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e projects do not consider 

the residents in the community who are mostly tenants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Furthermore, after the community is developed, affordable houses that had been 

existed in the community, such as low-cost detached house or multi-household house, 

are replaced by unaffordable apartment complexes. It makes it difficult for the 

residents to resettle in the same community.

     In January 2009, the police SWAT team was sent to break up the protest by 

7) Lee Tae-jin et, al. (2017) The 2016 Survey on the status of the homeles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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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ts who were demonstrating against the forced eviction which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project. Due to the huge fire erupted during the raid, five evictees and 

one policeman lost their lives(This is known as ‘Yongsan Tragedy’). Though cruel 

forced evictions in Korea have been criticized several times by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has not been addressed, yet. Most of the forced evictions 

in Korea are carried out by so-called “hired demolition gangsters” without any prior 

notification, and the gangsters have often committed serious violence against the 

residents in the process of persuasion or eviction. Out of extreme anxiety and fear, 

many of the residents feel pressured to flee and move to other places in the end, 

without proper plans or assistance for resettlement. There are no systems or 

procedures that can immediately help the affected residents after the eviction, and the 

forced evictions in winter are not prohibited by law, except projects implemented by 

Urban Development Act. 

4) Informal settlements

     A lot of residents in Korea live in various types of informal settlements with 

inadequate dwelling conditions. Informal settlements include vinyl greenhouse, shanty, 

jjokbang, container, goshiwon, inn, non-residential public use establishments(internet 

cafe, sauna, comic book cafe, etc.). Occupants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are one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along with the homeless sleeping on streets. The 

occupants living in poor dwelling conditions have to face 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The government has not counted (and even neglected) the people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as main targets of the housing policy. 

     While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visible informal settlements such as shanty 

and greenhouse has been de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invisible informal 

settlements such as goshiwon and rooms in accommodations has been increasing. 

Goshiwon used to be the temporary dwelling where students who prepared for college 

entrance exams or government exams slept and studied, but now it has beco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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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ce for low income groups, similar to jjokbang. Recently,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goshiwon is rapid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by Statistics Korea, the number of households occupying informal 

settlements(dwellings other than houses), excluding officetels, studio-style apartments, 

(which are adequate for housing), has rapidly increased from 57,066 in 2005 to 

129,058 in 2010 and to 393,792 in 2015.

5) The right to housing for various groups

     In the past, housing problems for young adults were regarded as temporary or 

minor issues in the process of accumulating their own assets. However, 

socio-economic foundation for young generation has been dramatically deteriorated 

amid a slow economic growth, and housing prices have reached the level that they 

even cannot afford to. Because of the lack of public rental housing, most of young 

households live in unregulated private rental homes. Young people and women who 

have difficulty in accessing minimally adequate housing live in precarious situations, 

overcrowded and unsafe, sometimes renting informally and illegally. Housing issues 

among young people and women also make them to avoid marrying and having 

children. Thus, this induces the serious problem that can collapse the structure of 

reproducing of population and threaten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society. Since 

young population is much more densely populated in Seoul, young people living in 

Seoul have more serious housing problems than in other regions. Their residence in 

cities are so unstable due to frequent move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politics to address their own housing problems. 

     Childhood is the period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inadequate housing. 

According to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by Statistics Korea, 790,000 

children(470,000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20 years old) live in homes that are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8) Including children living in inadequate 

dwelling conditions, such as basement, rooftop room, and vinyl greenhouse that 



- 11 -

cannot be even called housing, 970,000 children(570,000 households) are living in 

inadequate dwelling.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ensure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the community. Rather, the government makes them to live in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in accordance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Act. Disabled people in Korea 

have no choice but to live in the institutions for their whole life, or to endure high 

housing costs in the community, or to live in houses lack of essential facilities. In 

Korea, there are more than 30,000 disabled people who are residing in institutions 

and over 78,000 people who are accommodated in psychiatric hospitals. The disabled 

in institutions can not receive proper assistance when they experience violence, 

neglect, and any other violation of human rights. Even if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proven, usually the only option they can choose is to move to other 

institutions. Their rights to live in the community are not guaranteed. Rarely, where 

deinstitutionalization has been implemented, Korea governments have failed to provide 

the necessary social support for housing in the community. 

     Even though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stay for a long period in Korea is 

on the rise,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rules out most of migrants in Korea. 

They are not eligible for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first place; even though housing 

benefit policy is applied to married migrants and recognized refugees, married 

migrants can receive the benefit only when they are still legally married to a Korean 

spouse, or when they raise children with Korean nationality. Since a number of 

migrants work in a remote place, most of them are isolated to live in residences 

provided by their employers. But Korea lacks in standards and management 

regulations that can ensure their dwelling condition. A survey on human rights of 

8)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Framework Act on Residence>, which 
are consisted of the number of rooms and the size of housing by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facilities(toilet, bathroom,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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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 workers in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 conducted in 2013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9) found that all respondents were living in 

residences offered by their companies. 70 percent of the residences were temporary 

dwelling such as vinyl greenhouse, container, or makeshift made of panels; bathrooms 

were outside the dwellings, or even if the bathrooms were inside, there was no 

window or lock. 

3_Major housing policies in Korea

1) Standards for adequate housing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quested the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disaggregated data on availability and adequacy of 
hous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support for 
households living in inadequate housing. “Adequate housing”, the core concept of 
the right to housing which has long been discussed by the UN, encompasses a 
range of concepts such as affordability, habitability, and adequacy of surrounding 
environment. However, for a long time adequate housing was not discussed in 
depth in Korea especially in the public side. Unfortunately, it was a slogan and 
dream for very few people working at a civil society. Korea does not have any 
standards to measure a burden of excessive housing costs, and standards to 
identify the habitability of housing other than minimum housing standards which 
measure the number of rooms, floor space, and facilities(toilet, bath/shower). As 
Korea does not have even standards to count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in 
inadequate housing, there are no method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housing 
policy for the household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set up standards for 
adequate housing to provide support for the people living in inadequate housing. 

9) Lee Byeong-lyeol et al., Survey on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 
201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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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s of 2016, the stock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with lease period of 

30 years and more is 942,543 units. Since the ratio of public rental housing units to 

total housing units of Korea is too low, it is hard to expect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to achieve positive effect, such as mitigating rent increase and strengthening 

housing stability. In Korea,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inevitably increase debts of the supplier because of the lack of government budget. 

Therefore, the priority of public-owned companies, such as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LH), the main supplier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not be 

reducing debt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owever, gave priority to reduce 

debts of public-owned companies. Such government’s policy has shrunk the supply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Furthermore, most of public rental housing requires the occupant’s ability to pay 

rents and utilities, which is the another limitation of the current public housing policy. 

Since 1989, a new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introduced whenever a new 

administration comes to power. As a result, there have been several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 different rents, rental period, and beneficiaries. Currently, rents on 

public rental housing are determined by the size and the type of public housing, 

without considering affordability of tenants. Huge deposit and monthly rent are 

imposed on the low-income households. Usually deposit is equivalent to tens of times 

the monthly rents so the lowest income households face difficult situation to access 

public rental housing.

3) Public-aid private rental housing, another name of New 

Stay

     Under the former administration, even though a wide variety of vulnerable 

groups were still in the blind spot of housing welfare, the government und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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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damental principle of housing policy– providing priority support for the 

vulnerable groups and public aid for social benefits – by claiming that the middle 

class, who paid the taxes, should be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 as well. The former 

administration even enacted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to implement New 

Stay as a national project. New Stay was a project resulted from unprecedented 

collusion between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elite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which gave preferential treatments to large companies that do not pursue any public 

purpose in return for public aid. This project was so unusual and abnormal that no 

similar cases have been found in other countries. New Stay had no regulation on 

initial rents and tenant qualification, which are the minimum conditions required to 

ensure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ai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 lot of benefits were offered to the companies, such as lifting greenbelt restrictions, 

cheap lands, financing, deregulation of urban plan, and tax exemption. In some cases, 

the public aid for New Stay was even larger than those for public rental hous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nounced in Housing Welfare Road Map that it will 

supply New Stay housing under the name of 'Public-aid private rental housing' by 

enhancing public interests while maintaining the sites, funds, and tax benefits. To 

promote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 said that the beneficiaries are limited to 

non-homeowners and the initial rents are limited to 90 to 95% of market price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lan, like New Stay, the public-aid private rental 

housing must be the expensive private rental housing for the high-income groups even 

if it changes its name. 

4) Taxation on rental income

     The past governments even did not impose taxes appropriately on revenues from 

private rental housing, which encouraged people to consider housing as the product 

for speculative investment. As a result of neglecting tax evasion on rental income, 

people now consider housing as commodity for investment and speculatio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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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tax rules for rental income has long been established, the past administrations 

delayed implementing the rules all the time with political reasons. Imposing full taxes 

on rental income will not be implemented until 2019. In December 2017 the 

government unveiled its plan to provide various tax benefits to encourage them to 

register as a business operator. Still, the plan has limitations because it does not 

legally mandate the registration. So, approximately 86% of landlords who make 

money from leasing out their homes, still have not registered as a housing rental 

business operator. 

5) The Right to housing and housing benefit for 

low-income people

     With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n 1999, a 

housing benefit program was introduced in 2000 and subsidies were provided to the 

lowest income people to pay rents and repair their housing. Housing benefit was 

offered as a part of integrated benefit for basic living security, until the integrated 

benefit system was shifted to tailored-benefit system in 2015 which offers the benefit 

for education, housing, clothing, and other categories separately. Even after such 

change in the system, there still remain a wide range of blind spots for housing 

welfare. 'Criteria for the obligators' of housing benefit imposing a family support 

oblig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obligators actually support their family or not is 

one of the main reasons making blind spots. Fortunately, the current government has 

determined to abolish 'Criteria for the obligators' of housing benefit, but the income 

criteria, “43% and less of the median income.”, for housing benefit is still too low.

     Since the reference rent in the housing benefit system is even below the average 

rent for jjokbang and goshiwon where many of low-income people live, the 

vulnerable, even household receiving housing benefit still have difficulties in living 

in adequate housing. In particular, those living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with 

high housing prices experience a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actual monthly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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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pay and housing benefit they get. The payment of housing benefit is too low 

for many tenants to live in adequate housing. 

6) Regulation on pre-sales market

     With the adoption of the Price Ceiling Regulation on New Apartment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5, the increase in new apartment prices, 

especially in Gangnam district where the prices of housing have been the highest in 

the nation, had been under control at the certain level for about 10 years. However, 

in 2014, the Park Guen-hye administration, as a part of its policy to encourage people 

to take on debt to buy homes, made the price ceiling regulation for private residential 

land ineffective. Since then, the prices of new apartment located in affluent districts 

in Gangnam district exceeded 40 million won ($ 37,580) per 3.3 ㎡. Due to the actual 

abolition of the regulation, prices of private apartment complexes have been increased 

by 17.4% to January 2018 from October 2015 according to first official statistics. 

Even though Seoul already had the highest prices of new housing in the nation, the 

prices have been increased by 13.4% during the same period. 

4_Challenges to Realiz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 
All

     International law requires states to immediately take actions to realize the right 

to housing by using available resources as much as they can. Now is the time that 

the Korean government keeps the promis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alize the right to housing for the people of Korea.

     Setting standards for adequate and affordable housing: Korea currently does not 

have standards to measure adequate housing including legal security of tenure, 

habitability and affordability and so on. The existing minimum housing standard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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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work in reality because the standards is not compulsory and does not have any 

means of providing assistance, and the requirements are vaguely defined.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standards for inadequate housing that threatens health and 

safety of the residents and imposes heavy burdens of housing costs, and it should also 

provide households living in inadequate housing with practical support. With a view 

to improving dwelling conditions of housing benefit recipient, governments have to 

develop strict standards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residence, and carry out 

continuous monitoring of inadequate housing to improve the standards and help 

people move to better dwelling conditions. 

     Housing support for the homeless: To tackle housing problems among the 

homeless, the government should amend related laws to expand and specify the target 

groups of the policy.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access to the community-based 

support for homeless people. Housing support-oriented strategy has to include specific 

action plans, such as removal of jjokbang,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securing supportive housing, and barrier-free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homeless. In addition, evicting the homeless from streets, sweeping out 

their belongings, and criminalizing the homeless should be stopped immediately. 

     Prohibition of forced eviction: The international law states that forced evictions 

constitute gross violations of a range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However Korea has insufficient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to 

realize the prohibition of forced evictions which is the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General Comments 

No. 4(adequate housing, 1991) and the General Comments No. 7(forced evictions, 

1997) to actively establish and implement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with a view to avoiding forced evictions or minimiz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evic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nact the 

law to ban all forced evictions.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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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trengthen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to improve the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s role should not be focused on securing the development and its business 

profitability of private developers, but securing human rights and housing stability. 

Moreover, it should come up with procedures where evictees can file petitions during 

the course of forced evictions. In particular, areas to be developed should not be 

designated based only on physical requirements without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the community. The government should conduct the 

Human Rights Assessment before designating development zones in order to identify 

the real housing situation of residents and their needs, to preven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enants and the vulnerable groups, and to build social consensus prior 

to the development. 

     Priority support for households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Korea already has  

the policy to address the housing problems of households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housing support project for vulnerable groups. However, even though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is rapidly rising, the policy has 

not been working proper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the improvement 

of dwelling conditions for informal settlements. In addition, for housing policy for 

informal settlements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the government should conduct 

the systematic survey to identify the exact scale and conditions of people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Recently, as children living in housing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of housing support project for 

vulnerable groups, the more resources such as affordable public housing, are urgently 

needed.10)

     Abolishing New Stay and strengthening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he 

government provides land, financial support and tax benefits to construction 

10)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tronger housling welfare support for child-headed 
households, press released on Mar.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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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to supply unaffordable 'Public-aid private rental housing' whose former 

name is New Stay. Considering there are not enough lands and funds for pubic rental 

housing, public aid for expensive private rental housing should be abolished. 

Especially, lands expropriated by the government for public purposes should not be 

sold at a low priceto private companies that pursues only profits. Expand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through public and private collaboration has to focus on 

supplying affordable housing, just like the social housing launc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15, centered on non-profit organizations. The 

government's policy needs to be concentrated on expanding the supply of affordable 

public rental housing instead of expensive private rental hous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unify different types of public housing and impose affordable 

rents for low-income households. 

     Regulating rental housing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the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to protect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or tenants suffering 

from high rents. The government has to legislate the Right to Claim on Contract 

Renewal for tenants and Rent regulation on Jeonse and Wolse. Moreover, the 

government should mandate the registration of housing rental business operators.

     Ensuring migrants’ right to housing: The government should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s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o ensure migrant workers’ right to adequate hous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hould introduce standards on migrant 

workers’ dormitory that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duct regular 

monitoring and management.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its legal 

system so as not to rule out migrants in housing policy and survey, and also provide 

protection and assistance for migrants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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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Needs and Problems in Supplying Apartments

1_Background

     Korea is often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real estate.” The number of home 

sales nationwide in 2006 was 880,000, and hit a record-breaking 960,000 in 2015. 

The average apartment prices of Korea climbed 49.1% between 2013 and 2017, and 

the average apartment prices in Seoul exceeded 600 million won ($ 5.63 million).11) 

While the house prices are continuously on the rise, the home ownership rate has 

almost stagnated. From 2012 to 2016 the number of people owning one home 

increased by 10.9%, whereas the number of people owning two or more homes went 

up by 35.2%, according to the data from Statistics Korea. Even though the supply 

of new apartments has increased, the growth rate of multiple ownerships is higher 

than that of single ownership. This indicates a great number of housing transactions 

were made for investment purposes. 

     Moreover, the top 10% of Korea own 76.6% of the total land area, whereas 

the bottom 50% do not even own any land.12) This shows the land area of Korea 

is largely dominated by only a few people. Worse, the effective property tax rates 

stand at 0.156%, which are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which has widened 

the wealth inequality.13) 

     It is urgently needed to stabilize land and housing prices to reduce the wealth 

inequality and to alleviate housing instability for low-income people. To this end, the 

public concept of land property should be enhanced; the capital incomes generated 

11)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Disclosure System, 
corresponding years.

12)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tatus of Land Ownership 2012.
13) The Bank of Kore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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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ousing property have to be controlled; and the unreasonable housing supply 

system needs to be improved.

2_Current status and issues

     In the 1970s a large supply of apartments was needed to tackle the lack of 

housing. At the time,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pre-sales of housing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system has allowed construction 

companies to finance construction from the money of customers, without paying 

interest, before houses are completely built. At first, the government imposed the price 

cap on new apartments. However, as the system continued even after the removal of 

the price cap, the companies were able to reap enormous profits by selling apartments 

even without building them. 

     On the other hand, home buyers have had no choice but to see uncompleted 

sample homes to purchase a house. The buyers have been forced to suffer from the 

huge damages from a violation of consumers’ right to choose and property rights, and 

the price bubbles. In particular, since the purchase rights of new apartments can be 

traded, resales of the purchase rights have been widely made  mostly by the real estate 

speculators and investors. As such, the pre-sales of apartments have long been 

fingered as the main culprit in encouraging speculation. 

     With the adoption of the Price Ceiling Regulation on New Apartment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5 to rein in the nation’s soaring housing prices, 

the increase in new apartment prices in Gangnam district, where the  prices of housing 

have been the highest in the nation, had been under control at the certain level for 

about 10 years, not above 40 million won ($ 37,580) per 3.3 ㎡. However, in 2014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s the part of its policy to encourage people t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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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debt to buy homes, made the price ceiling regulation ineffective in practice for 

private-sector residential land. Since then, new housing prices of several apartment 

complexes in affluent districts centered on Gangnam exceeded 40 million won ($ 

37,580) per 3.3 ㎡. Due to the actual abolition of the Price Ceiling Regulation on 

New Apartment on private sites, new housing prices of private apartment complexes 

have been increased by 17.4% to January 2018 from October 2015 since the 

government released its first official statistics. Even though Seoul already had the 

highest prices of new housing in the nation, the prices even have been increased by 

13.4% during the same period(Table 1). 

     In 2017, the government has improved the system to apply the price ceiling to 

private residential lands again. To control speculative bubbles in housing prices and 

pre-sale housing prices, the price ceiling regulation needs to be strongly imposed. 

  (Unit: 1,000 KRW, %)

Region October 2015 January 2018 Rate of increase

Seoul 5,841 6,623 13.4

Seoul metropolitan area 4,047 4,600 13.7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2,727 3,231 18.5

Total 2,674 3,140 17.4

Source: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Official Public Report: New Home 
Sales Price Trends

Table 1. Trends in prices of new private apartments per ㎡ since October 2015

3_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When un-built houses are sold in pre-sal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rol excessive profit-seeking of construction companies to ensure residents’ 

housing stability. The government shoul dalso make the builders to disclose th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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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uilding the apartments so that buyers can make a reasonable decision when 

purchasing a new hom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completely expand the 

partially implemented Restriction on Resale of Pre-sale Rights in order to prevent 

speculative housing investors from entering into the pre-sale market.

     Going further, the government has to scrap the pre-sales system, and should 

mandate the post-construction sales system in which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sell their newly built houses after the certain portion of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In this way, the government has to regulate the construction companies to set new 

home prices corresponding to the present values, not the futu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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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Excessive Burden of Housing Costs and 

Housing Instability of  Tenants 

1_Background

     One of the most common reasons why tenants in Korea are suffering from 

housing instability is the country’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the 

lease period is two years and the Act does not ensure tenants’ right to renew the lease 

contract (Right to Claim for Contract Renewal).14)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not only does not guarantee tenants’ right to claim the renewal of lease contracts, but 

also does not control the increase in rent prices. As a result, when a short-term lease 

contract of two years is terminated, tenants are forced to accept any increase in rent 

by their landlord. Otherwise, they have no choice but to move out to another place. 

They cannot afford the increased rent and deposit with their income, which far 

surpasses the inflation rate, and skyrocketing housing prices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have their own house. 

     The form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trongly opposed the efforts to limit 

the rate of rent increase and to grant tenants the right to claim the renewal of their 

lease contract.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also passively supporting such efforts 

without any specific plans, just saying that the government will go ahead with phased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rate of rent increase and tenants’ right to claim 

renewal of their lease contract. 

14) Whe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Korea in 1981, it had no provisions about the 
term of the lease contract. It had not stipulated two years of  lease period until 1989 when it w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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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Current status and issues

     With the rise in housing costs to income ratio, the burden of housing costs for 

tenants is also significantly growing. The rent to income ratio (RIR) for the first 

income quintile group, from 2010 to 2016, was around 50 percent, which is extremely 

high for tenants to live a normal life. The RIR for all households is also steadily 

growing from 19.9% in 2010 to 23.7% in 2016, leading to middle-class people as well 

as low-income people suffering from the heavy burden of housing costs(Table 2).  

(Unit: %)
Income 
quintil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st 55.6 56.6 54.7 50.8 54.4 43.5 51.1

2nd 23.3 25.5 27.2 26.9 27.2 27.6 28.1

3rd 19.7 20.3 21.3 22.4 22.3 22.3 24.1

4th 16.6 17.7 18.3 19.3 20.4 19.5 19.8

5th 15.2 15.5 16.6 17.5 17.8 18.3 19.6

Total 19.9 21.0 21.8 22.1 22.7 22.5 23.7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usehold Survey Data, corresponding years 

Table 2. Trends in rent to income ratio (RIR) among renting households of each 
income quintile (2010 to 2016)

     In December 2017, the government announced Rental Housing Registration Plan 

with an aim of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security in the rental housing market. 

This plan is intended to provide housing rental business operators with tax benefits 

to encourage them to register their houses as private rental home, and thereby to 

regulate the rental contract period and the rate of rental increase for registered rental 

homes. Under the plan, limit on the rate of rental increase and  the Right to Claim 

for Contract Renewal are applied to tenants of these homes for a minimum of four 

years or a maximum of eight years. On the other hand, this plan has no regulation 

on unregistered private rental homes or rental homes after the registered periods.  The 

government said it will first see how this plan pans out and then review whether to 

introduce mandatory registration. Still, there is no concrete plan yet. It is now doub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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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the government has willingness to regulate the rental housing market, and it 

is very worrisome that both tenant’s basic rights to housing stability and  affordability 

are determined by whether or not landlords register their home as a private rental 

house. 

3_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the General Comments No.4 by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regulate soaring prices of private rental housing and  

ensure a long-term lease for rental homes,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urgently 

introduce legal framework for rental housing stabilization that guarantees tenants’ 

contract renewal claim right and controls the rate of rent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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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Public Rental Housing and Private Rental 

Housing

1_Background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has been at the center of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low-income people since the 1980s. However,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does not keep up with demand, and moreover, its rents are often not affordable for 

the low-income people. Meanwhile, the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does not have 

enough stock of government-registered private rental homes, and the past governments 

even did not impose proper taxes on revenues from leasing, encouraging people to 

consider housing as a product for speculative investment. Plus, the current 

government’s public-aid private rental housing program previously dubbed “New 

Stay”,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former administration, is still controversial 

because the rents are likely to be high despite the unprecedented government aid to 

the developers. 

2_Current status and issues

1) Public rental housing

(1) Stock

     Aggregation based on 2016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stock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is 942,543 

units, accounting for only 4.7% of the country’s total of 19,877,092 housing 

units(Table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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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house)

Type 200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Permanent 
public housing

190,077 190,077 190,519 190,679 190,694 191,900 192,886 195,669 199,267 

 50-year 
public housing

100,007 96,124 100,722 100,882 101,520 102,646 105,663 108,140 107,848 

National housing 155,637 295,731 375,941 431,656 455,107 488,552 521,115 553,408 601,252 

Buy-to-rent 
public housing 

18,207 48,642 58,063 63,292 69,368 79,510 87,702 100,650 110,579 

Long-term jeonse 0 7,884 15,574 17,684 19,947 26,471 26,169 28,063 32,135 

 Happy Housing 0 0 0 0 0 0 0 847 2,041 

Total of long-term 
public housing

445,721 589,816 682,756 740,901 767,268 809,569 845,833 886,127 942,543 

5-year 
public  housing

364,030 186,481 142,673 103,741 81,721 78,652 77,226 72,113 76,094 

10-year 
public housing

0 62,575 70,679 84,238 78,028 92,091 107,839 135,240 147,318 

Sublease 
Rental Housing 

15,736 38,834 52,406 64,918 85,625 114,826 115,609 142,070 165,764 

Total 379,766 287,890 265,758 252,897 245,374 285,569 300,674 349,423 389,176 

Sour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ntal Housing Statistics, 
corresponding years

Note: National housing includes buy-to-rent public housing (including unsold and insolvent 
housing and multi-family housing bought by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nd multi-family housing bought by local governments, and purchased redeveloped 
housing). Statistics in 2008 was excluded due to statistical errors in Seoul’s data.

Table 3. Trends in the stock of public rental housing units in Korea (2007 to 2016)

     The government unveiled Housing Welfare Roadmap in November 2017, 

according to which 130,000 units will be supplied every year for the next five years. 

This plan aims to increase the ratio of public rental housing units to total housing 

units to 9%.

15) Sublease rental housing and 5-year and 10-year public rental housing units were excluded in this statistics. 
The number of sublease rental housing and 5-year and 10-year public rental housing unit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ublic rental housing stock statistics. Since sublease rental housing is a program 
where the public sector takes a lease on private housing to sublease, it practically provides tenants 
with subsidies for rents. 5-year and 10-year public rental housing scheme is intended to allow tenants 
to acquire the house after ren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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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ed to the former administration,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lan is 

considered positive because it expanded the supply of long-term public housing with 

over 30 years of lease period. However, among 130,000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planned for annual supply, 30,000 to 40,000 units are sublease rental housing owned 

by private landlords, which ensures a two-year rental period only and does not 

guarantee renewal of rental contract. Also, the plan does not have any specific 

measures to reduce the rents on the public housing. For these reasons, this plan is 

not sufficient to provide affordable housing for the low-income household. 

(2) Types and problems of public rental housing

     Since 1989, new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have been introduced whenever 

a new administration takes office. As a result, there have been several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with different rents, rental period, and beneficiaries. Currently rents on 

public rental housing are determined by the size of housing and the type of public 

housing, without considering in tenants’ income. Usually, this mechanism determined 

rents which imposes a huge burden of deposit and unaffordable rent on the 

low-income people. Since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lowest income groups requires 

a security deposit equivalent to tens of times the monthly rent to provide landlords 

with a safeguard against overdue rent, a high security deposit stands in the way of 

the lowest income groups accessing public housing.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public housing policy should target the 

low-income people in the first to fourth income quintile and integrate different types 

of public housing in order to provide affordable public housing to the target 

beneficiaries.



- 30 -

2) Private rental housing

(1) Registration status of private rental housing

     According to data released on January 2018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number of government-registered private rental 

homes is around 0.98 million units in 2017. This number only accounts for 14% of 

7.01 million households which failed to get public rental homes.16) According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guaranteed term of lease for tenants living in 

unregistered private rental homes is only two years; the renewal of the contract is not 

guaranteed; and the ceiling on the rent increase rate is not applied to tenants when 

the contract is renewed. Safeguards for tenants are greatly inadequate. 

(2) Enterprise-led private rental housing / Public-aided private rental housing

     Under the former administration, even though a wide variety of vulnerable 

groups are still in the blind spot of housing welfare, the government undermine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housing policy – providing priority support for the vulnerable 

groups and public aid in accordance with social benefits – by claiming that the middle 

class, who are also taxpayers, should be the beneficiary of the policy as well. The 

former administration even enacted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to 

implement New Stay as a national housing project. New Stay was a product resulting 

from unprecedented collusion between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elite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a project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s to large companies that 

do not pursue any public purpose that should be sought through public aid. This 

project had no price ceiling on initial rents, which is a minimum safeguard required 

for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ai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 lot 

of benefits were offered to the companies, such as lifting greenbelt restrictions, 

16) This figure is derived by subtracting 1.36 million households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from 8.37 
million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ing, (when assuming there are no vacant houses), according to 
the 2016 Korea Housing Surve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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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low-interest loans, increasing the floor area ratio. The aid amount for New 

Stay was even larger than those for public rental hous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it will supply New Stay  under the 

name of “public-aided private rental housing” by enhancing public interests while 

maintaining providing public housing sites and public funds, and tax benefit under the 

Housing Welfare Road Map. The public interests newly-added to the existing rental 

qualifications for New Stay is that (i) priority is given to non-homeowners (though, 

homeowners or their family members may become tenants, if non-homeowners 

seeking to move in to such housing are insufficient), (ii) initial rent is limited to 90 

to 95% of market rent prices for non-homeowners with no income-criteria and (iii) 

initial rent for more than 20% of total rental housings is limited to 70~80% of market 

rental prices  for young people between 19 to 39 years old under 120% of previous 

year’s average income of urban workers,  families within 7 years of their wedding 

and the old, etc.. This clearly indicates that such housing is likely to be only 

expensive private rental homes for the high-income groups even if it changes its name 

to public-aided private rental housing. 

     The government’s policy competence should be focused on expanding public 

housing, not expensive private rental housing. If the government still wants to provide 

extremely large benefits to construction companies as it is now, instead, it certainly 

needs to impose corresponding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companies to make them 

significantly reduce the rents. Providing land, financial support and tax benefits to the 

companies to supply private rental housing units, which stand at 90 to 95 percent of 

the market price, is just a preferential treatment for businesses when considering there 

are not enough land, funds, and benefits for pubic rental housing. In particular, it is 

problematic that the government sells the land expropriated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s to private companies that only seek private interests. The expansion of public 

housing based on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should be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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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upplying affordable housing, like social housing initi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rom 2015 and mainly l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3) Necessity for preventing a wide range of tax evasion on rental income and 

controlling speculation in housing

     The government has virtually neglected tax evasion on revenues from private 

rental housing. This prompted people to consider housing a product for investment 

and speculation, creating a huge market for rental homes. Even though tax rules for 

rental income have long been established, the past administrations delayed 

implementing the rules every time with political reasons. Imposing taxes on rental 

income will not be implemented in full scale until 2019. However, approximately 86% 

of landlords who make money from leasing out their house still have not registered 

as a housing rental business operator. In December 2017 the government unveiled its 

plan to provide various tax benefits to encourage them to register as a business 

operator. Still, the plan has limitations because it does not legally mandate the 

registration.

3_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ufficiently expa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low-income people and reform the public housing types and rental 

prices system to make the public rental housing affordable.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greatly increase its public spending on public rental housing to 

provide suppliers and demanders with direct support through vouchers.

     To revive public interests in housing policy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ew Stay housing project should be discarded, which only supplies 

expensive housing through big developers under the new name of public-aided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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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al hous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ndate landlords to register themselves as a 

housing business operator to improve transparency of housing rental system and to 

prevent rental homes from excessive com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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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Issues Hindering Low-Income People’s 

Right to Housing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1_Backgrou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a public assistance policy for 

people on a low income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0. However, from the 

beginning of the system’s implementation, the civil society of Korea has continuously 

pointed out its wide range of blind spots and low level of benefit.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adopted a Customized Benefit System in July 2015 to expand the 

system’s beneficiaries, it has failed to solve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problems 

and to eliminate the blind spots. 

     The main causes for the system’s blind spots that hinder the right to housing 

for people on a low income are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e dependent obligator and 

applicant’s income converted from their property. Even if an applicant passes the strict 

criteria and is selected as a recipient, the amount of housing benefits provided by the 

system is too small to move to better housing.

2_Current status and issues

     As of 2016,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 households, the number of 

households receiving housing rental benefit and housing repair benefit are 736,000 

and 77,000, respectively.17)

17)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The 2016 Status of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 35 -

     According to the survey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biggest 

reason why people who applied for a housing benefit aft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s reform in July 2015 failed to receive the benefit is that 

the income and property value of the dependent obligator are higher than the set 

criteria (28.5%). (Table 4) From the beginning of the system’s implementation, the 

criteria for the dependent obligator has been continually criticized as the main reason 

for the creation of blind spots in the system. There are cases where applicants are 

denied the benefit or their benefit is cancelled because of the income and property 

value of their family members, who actually do not assist their livelihoods in practice. 

By recognizing the criticism from the civil society,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abolish the criteria for dependent obligator in relations to housing benefit 

from October 2018. The government’s decision to abolish the criteria itself is 

considered positive, but there still exist issues in relation to the criteria for livelihood 

benefit and healthcare benefit. There are a great number of low-income people who 

have difficulties living an ordinary life unless they can receive livelihood and 

healthcare benefit, despite receiving housing benefit. The government urgently needs 

to abolish the obligatory provider criteria for receiving basic benefit as well as 

housing benefit. 

(Unit: %)

Higher 
income than 

the set 
criteria

Owning 
a car 

The price of 
the house I 
live is high  

 Owning
greater
property

 than the 
criteria 

(except the 
house I live 

in)

Income and 
property of 

obligator 
provider is 

greater than 
the set 
criteria

Don’t know  Total

17.0 0.8 11.2 5.4 28.3 37.2 100.0

Sourc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The 2017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and Research 
o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Table 4. Obstacles to receiving housing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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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akes into account i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when setting the reference rent prices, which is the upper 

limit of rental benefit included in the housing benefit. This means the highest level 

of housing in which people with low income are allowed to live with a housing 

benefit is actually the housing that only meets a minimum standard. 

     As of 2016, the average housing benefit received by recipients living in 

privately rented housing is 141,000 won ($ 132), which is only 69.8% of their actual 

average monthly rent of 202,000 won ($ 189).18) In particular, those living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with high housing prices experience a big gap between 

the actual monthly rent they pay and the housing benefit they receive. The level of 

housing benefit is so low that they unavoidably reside in poor housing conditions or 

informal settlements such as goshiwon (sleep and study spaces measuring only 4.34㎡, 

with a cheap rent).

     Another problem is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perform any monitoring of 

the status of the housing conditions among housing benefit recipients. In case of 

home-owning households, consultation cases showed that the upper limit of housing 

repair benefit is not enough to repair their homes. However, as there are no relevant 

official statistics released by the government, it is hard to identify the actual 

performance of housing repair assistance, the usefulness of benefit, and the 

effectiveness of assistance. Despite receiving housing benefit, the low level of this 

benefit makes it hard for tenants to move to better housing. In order for housing 

benefit to ensure residential conditions that do not threaten human dignity, the 

government should set out strict criteria for the safety and hygiene of homes where 

housing benefit recipients live, and also it has to carry out continuous monitoring of 

these homes so that the recipients can live in a house meeting the criteria and move 

to better housing.

18) Sourc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The 2017 Joint Subcommittee Workshop by salary 
of Central Livelihood Securit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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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lready 

recommended to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is concerned that the current criteria 

for the dependent obligator makes it difficult for individuals and households in need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to receive it, and the amount of some types of 

social security benefit is not enough to help recipien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this recommendation to eliminate the dependent obligator system within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system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amount of benefit and the range of recipients eligible for housing 

benefit to allow low-income people to live in affordable, adequate housing. Plus, it 

should continually monitor the status of recipients’ housing conditions so that their 

housing can comply with a certain level of housing quality and they can move to 

bette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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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 The Development and Forced Eviction

1_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large-scale re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name of impro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but these projects 

have been accompanied by forced evictions, which resulted in seriously harmful 

impacts on the right to housing for the less-privileged in the society. 

     Even though most of the development projects for residential areas are intended 

to realize public interest of enhancing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and housing 

conditions, these projects carried out by private businesses which prefer complete 

demolition to prioritize speed and efficiency in executing the projects to maximize 

profits. In the redevelopment process, the projects do not consider the existing 

residents in the area who are mostly tenants and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Furthermore, after the area is redeveloped, various types of housing, such as low-cost 

detached house or multi-household house, are replaced by uniform apartment 

complexes with high prices. It makes it difficult for the affected residents who were 

living in the community to resettle in the same area. 

     In January 2009, the police SWAT team was sent to break up the protest by 

tenants who were demonstrating against the forced eviction which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project. A huge fire erupted during the raid, killed five evictees and one 

policeman (This is also known as ‘Yongsan Tragedy’). Even after this tragedy, there 

are no,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in Korea to realize an 

international norm, namely the prohibition of forced eviction. Most of forced evictions 

are carried out without any prior notification, and employees of a demolition service 

company commit serious violence while they persuade or evict the existing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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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Current status and issues

1) Reckless redevelopment through complete demolition

     Redevelopment projects, centered on Seoul, are now shifting from using 

complete demolition approach to urban renewal with gradual rehabilitation approach. 

The current administration also focuses on urban regeneration, but there are still a lot 

of areas that are under redevelopment through complete demolition because many 

areas were excessively designated as redevelopment zones in the past.

     As of 2015, there are 2,992 districts which have been designated as urban 

residential development area across the country. 1,050 zones or one third of them are 

in Seoul(Table 5). Since 2000, in particular, a great number of districts were 

excessively designated as development zones under the wide-area development 

scheme for urban renewal labeled as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Unit: number of projects)

Area Total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Housing 
redevelopment

Housing 
reconstruction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Nationw
ide

2,992 724 1,007 807 437 17

Seoul 1,050 35 414 283 312 6

Source: Statistics Korea, 2015, Status of urban renewal projects

Table 5. Status of urban renewal projects(2015)

2) Yongsan Tragedy: deaths from forced evictions

     Conflicts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forced eviction in Korea were 

demonstrated by Yongsan Tragedy, where five evictees and one police lost their lives 

in January 2009 during the police’s suppression of protesters against demolition. At 

Yongsan Zone 4 redevelopment site where the tragedy occurred, 83% of the residents 

were tenants. But they were deprived of their rights as residents and excluded from 

making their voices be heard and participating in the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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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ent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did not make much effort not only to 

come up with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enants and 

their resettlement, but also to mediate the conflict. To overcome the problems by 

themselves, the evicted residents started to hold a sit-in protest at the development 

site where they were being forced to be evicted. When the protest had started, police 

officers defined the evictees as urban terrorists and carried out the raid which ignored 

basic principles and deprived their right to live. The prosecution did not hold the 

police responsible for the deaths but only charged the evictees in the protest. The 

Court arrested the evictees and sentenced them into jail terms.

     Even after Yongsan tragedy, resettlement plans for the residents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the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resulted in more deaths. In 

November 2009, the same year Yongsang Tragedy occurred, a tenant who was living 

in Citizen Apartment in Mapo District in Seoul, committed suicide while protesting 

against the demolition of the apartment in winter. Also, in April 2016 at the New 

Town Development zone in Donuimun, Jongno District in Seoul, a tenant set himself 

on fire and died while protesting against the forced eviction which was carried out 

before concluding the resettlement consultation.

3) Forced eviction in winter and violent demolition

     Even though a forced eviction during the winter time is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prohibit it by law.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t out legislative guidelines restricting forced evictions in 

winter, which have considerably decreased the number of evictions. Still, conflicts and 

disputes by forced evictions in winter take place because the guidelines are not legally 

binding(Fig.2).



- 41 -

 

Fig. 2. Forced eviction in winter time
Left : Indeok Village, Wolegye-dong, Nowon District, Seoul, in January 2016 

 Right: Jangwi New Town Zone 7, Seongbuk District, Seoul, in December 2017

     Though violent evictions in Korea have been criticized several tim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has not been addressed, yet. Forced evictions in Korea are 

mostly carried out by so-called “hired demolition gangsters.” Employees hired by the 

demolition service companies, which contracted with the development associations, 

station in the development zone to strongly persuade or evict residents living in the 

zone. And they commit serious violence in the process of persuasion or eviction.

     They commit a variety of violence such as threats, blackmails, interferences 

with business, sexual harassments, arsons, throwing sewage water, scribbles, 

interruptions of passing, insults, prowling around, provoking a fight, and damages to 

windows, doors and water and sewage system. These are planned violence with aims 

of kicking the residents out of their dwellings. In the end, many of the residents feel 

pressured to flee and move to other place, out of extreme anxiety and fear, without 

any proper plans or assistances for resettlement(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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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development Zone 4 where Yongsan Tragedy occurred (2008)

An animal corpse was abandoned in front of a tenant’s store, or hideous drawing 
was made on the wall, to create uneasiness and anxiety to urge the tenants to 

move out.

 

     Even at the eviction site where houses are demolished by the court’s ruling, not 

only stationed and registered employees execute demolition, but also so-called 

“demolition gangsters” hired by demolition service companies commit violence. And 

during the forced eviction executed by private demolition gangsters, more severe 

violence is perpetrated against the evictees(Fig.4).

 

Fig. 4. Eviction violence by demolition gangsters
Left: Wolgye-dong, Nowon District, Seoul (2016) 

Right: Gaepo-dong, Gangnam District, Seoul (2017) 

Demolition gangsters used a fire distinguisher and committed violence to forcefully 
evict residents, injuring sever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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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ructural problems based on home-ownership, exclusion 

of tenants’ participation, and lack of solutions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re implemented based on home-ownership, not 

the right to housing. Only the owners of land and buildings can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 of the project. The Korean government reported to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at eviction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consent of residents. The requirement for the consent of residents, however, 

only means the consent of home owners, not actual residents. In Seoul or big cities 

in Korea, even though 70 percent of the residents living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areas are tenants, the tenants have never been asked for their consent in the whole 

process of the project. 

     As the areas designated for development, especially, have a high portion of 

non-resident home owners who own lands and buildings for investment purposes, 

opinions from actual residents are rarely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Development plans focus on constructing apartments in the short period of time which 

can bring high rental incom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s, the 

housing rights of local residents are not considered, and construction of social rental 

housing or compensation for tenants are avoided. 

     The Korean government has reported to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at resettlement measures for the affected tenants are 

included in the development plans. The relocation measures, however, are not applied 

to all the affected tenants. Measures for tenants’ relocation under the public projects 

go into effect as of the date when the area was designated as a development zone. 

The thing is it takes an average of 4.7 years (in Seoul, from 2000 to 2015) for the 

entire process to be completed, from the designation of development zones to 

demolition, relocation, management and disposition. Since the guaranteed term of 

lease for tenants is two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 they fail to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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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the whole process is finished, which excludes them from the resettlement 

measures. In addition, relocation measures are not legally guaranteed for the affected 

tenants who are evicted by private development projects. 

5) Lack of resettlement measures for commercial tenants 

for the continuity of their business

     Commercial tenants experience more serious violation of their rights, so they 

fiercely resist moving to other place. As they made high initial investment in premium 

and interior design, the compensations only for the loss of business cannot help them 

to maintain their business in other places. Other than financial compensation, there 

are no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ey continue their business. 

3_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the concluding observations by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19)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the 

legislation provides all groups with adequate protection against evictions, such as 

tenants’ right to be consulted, access to suitable alternative housing, or appropriate 

compens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e General Comments No. 4 (adequate 

housing, 1991) and General Comments No. 7 (forced evictions, 1997) to actively 

establish and implement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with an aim 

to avoid forced evictions or minimize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evic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nact a law to ban all types of 

evictions. Moreover,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procedures where evictees 

19) October 2017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KOR/C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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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file petitions or request relief during the course of forced evictions. 

     In particular, development areas should not be indiscriminately designated based 

only on physical requirements. The government should enact the Human Rights 

Assessment before designating development zones and plan to identify the real 

housing situation of residents and their needs and to preven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enants and the vulnerable groups, with a view to building social consensus 

prior to the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also should enact a law that prohibits both forced 

eviction conducted at the inappropriate time such as in winter and forced eviction 

itself without any prior notification and negoti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horoughly prohibit hired demolition gangsters 

from intervening in the process of forced evictions and strongly punish their violence. 

And the police should safely protect residents from violence and should not suppress 

demonstrations organized by evict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can 

guarantee the resettlement and the right to live of commercial tenants. When 

implementing development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measures 

to help evicted commercial tenants to restart their business in new places under the 

same or better conditions as compared to before the displacement, by providing 

adequate and reasonable compensation and temporary alternative places for their 

business that can ensure their right to re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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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ㅣ The Right to Housing for the Homeless

1_Background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omeless Act) in 2011, the quality 

of life of the homeless has not improved much due to legal limitations. With the 

commercialization and advancement of cities, the homeless are often forcibly removed 

from various public places, and jjokbang (a small shabby cubicle, size of 3.3㎡) or 

shelters for the homeless are also demolished or converted to accommodation for 

tourists. 

2_Current status and issues

1) Definition of the homel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Homeless Act, “homeless 

persons, etc.” are defined as those who have lived without a permanent abode for a 

substantial period; persons who have used a facility for the homeless for a substantial 

period; or persons who have lived at a place with substantially low habitability for 

a substantial period. Since the government regards the homeless in a narrow sense 

as those who live on the streets or facilities, people who have lived in a place with 

substantially low habitability have been overlooked. As a result, homeless people who 

live in different conditions as well as on the street and facilities have not been counted 

not only in the homeless policies, but also in the homeless status surve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ed the first survey of its kind on the status of homeless 

persons, etc. in October 2016. The targets of the survey were limited to people living 

on the street, in facilities, and in jjokbang. The survey showed that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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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people is 11,340.20)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households with a low habitability is 393,792 according to the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 can see that “homeless 

people” in the survey were defined in a narrow sense. 

2) Lack of housing support policy

(1) Housing support for housing vulnerable groups

     Housing support policy for housing vulnerable groups has started since 2007 to 

provide public housing to those who live in jjokbang, goshiwon and inn, and 

greenhouse. According to government guidelines, the ratio of rental housing for 

supporting the housing of vulnerable groups is set to 15% of the total number of 

buy-to-rent and public jeonse rental housing. Therefore, about 4,500 to 6,700 housing 

units were supposed to be provided from 2013 to 2016. However, the number of units 

offered in practice was only 595 to 1,070 units.(Table 6). Due to a short supply of 

rental housing, the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LH), the project 

implementation agency, requests community centers not to accept applications for 

rental housing. 

20)  Lee Tae-jin et, al. (2017) The 2016 Survey on the status of the homeles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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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units)

Year 2013 2014 2015 2016 2017

T
yp

e

Existing 
buy-to-ren
t&public 
jeonse 
rental 

housing

Rental 
housing 

for 
supporting 

 the 
housing 

vulnerable

Existing 
buy-to-ren
t&public 
jeonse 
rental 

housing

Rental 
housing 

for 
supporting 

 the 
housing 

vulnerable

Existing 
buy-to-ren
t&public 
jeonse 
rental 

housing

Rental 
housing 

for 
supporting 

 the 
housing 

vulnerable

Existing 
buy-to-ren
t&public 
jeonse 
rental 

housing

Rental 
housing 

for 
supporting 

 the 
housing 

vulnerable

Existing 
buy-to-ren
t&public 
jeonse 
rental 

housing

Rental 
housing 

for 
supporting 

 the 
housing 

vulnerableT
o
tal 29,725 595 30,135 610 44,731 989 45,122 1,070 22,284 586

Sour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 data submitted by the request 
of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Yoon So-ha of the Justice Party  

Table 6. Share of rental housing for supporting housing vulnerable groups of the 
existing buy-to-rent & public jeonse rental housing (2013 to July 2017)

(2) Lack of government support for jjokbang

     As of October 2016, 3,577 people in Seoul and 6,192 people nationwide are 

living in jjokbang.21) Jjokbang is used as housing resources for the homeless, but it 

has continued to be demolished due to development projects.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Seoul Station area recently, many of the jjokbang in that 

area has changed to guest houses for tourists because building owners are pursuing 

more profitable businesses than running jjokbang. The landlords are not only reducing 

the stock of jjokbang, but also kicking people out of it without providing any plan 

or assistance, depriving these residents of their right to housing. 

     The government’s measures for people living in jjokbang still focus on 

establishing jjokbang counseling centers in 10 areas across the country, where 

jjokbangs are densely populated, to provide them with life support service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now the only municipal government in Korea that leases 

jjokbangs for five years and improves their living conditions to rent them to the 

homeless. This project, however, has limitations as the municipal government’s budget 

for the improvement could be useless  after the five-year rental period is over, if 

21) Lee Tae-jin et, al. (2017) The 2016 Survey on the Status of the Homeles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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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ords of jjokbangs do not agree to renew the contracts. 

3) Forced eviction of the homeless and the criminalization 

of homelessness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announced a plan on July 20, 2011 

that it will forcibly evict homeless people from the waiting room of the Seoul Station, 

and from August 22, 2011 it started to implement the plan under the refined name 

of “banning sleeping in the Station.” KORAIL claimed that it had no choice but to 

execute the plan because of the growing complaints about the homeless in the Station. 

Even though the title of this scheme changed, the homeless people are still forced 

to leave by special security guards at any time. The Homelessness Survey in 2011 

showed that the evicted homeless people not only complained of their difficulties and 

the inconveniences resulting from the eviction, but also expressed their resentment, 

a sense of desolation, concerns over growing negative views on the homeless, and 

worries that other train stations might also impose the same ban.22) 

     The criminalization of homeless people is on the rise in various way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rough 

a survey on the safety in public parks, defined the presence of the homeless in the 

park as an anxiety factor and gives “Red“ grade to the parks with homeless people. 

When the Seoul city set up an Ordinance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Seoullo 

7017, it tried to include prohibition of lying, homelessness and begging, and other 

behaviors that interrupt pedestrian traffic. But the city’s attempt failed due to the 

opposition from human rights organizations. 

22)  Kim Seon-mi et. 2011, Survey on Human Rights of the Homeless: Impact of banning sleeping in the 
Seoul Station on human rights of the homeles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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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1) Identifying the state of the homeless by introducing its 

concept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received concerns and advises from all the 

four rounds of deliberation. It was pointed out, among others that there is not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homeles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1st periodic 

report), and the government was requested to include in its next periodic reports data 

on the extent of homelessness in the State party, disaggregated by sex, age, and 

rural/urban populations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3rd period report). Thu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iscard the narrow concept of “the homeless, etc.”, and 

it should redefine the concept and extent of homelessness, and thereby, it should 

identify the scale and current state of homelessness in the nation. 

2) Strengthening housing policy for the homeless, and 

utilizing jjokbang as public housing

     According to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4th periodic report by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mmittee was concerned 

about Korea’s housing policy and urged the country to pursue long-term solutions for 

homeless individuals. In addition, the Quito Declaration on 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for All (107) especially pays attention to the improvement of 

slums and informal settlements.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rental housing 

supply, which is far short of Korean demands, the government should prevent the 

demolition and change in the use of jjokbang, and thereby, it should change jjokbang 

to public housing so that it can be used as a housing resource for the hom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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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nning the criminalization of homelessness 

     The Quito Declaration (33) states that countries need to commit to eliminating 

the criminalization of homelessnes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ir full participation 

in society.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also 

pointed out in the report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August 4, 2001) 

that the penalization of homelessness, which is justified by a reason that homelessness 

interrupts normal activities in spaces, represents a serious discrimin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herefore, measures prohibiting homeless 

people from using public stations, parks and other public goods should be immediately 

di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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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ㅣ The Right to Housing for Migrants

1_Background

     Despite the growing number of long-term stay foreigners in Korea, they are 

large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According to the National 

Report for Habitat III23), most migrant workers in Korea are housed in poor 

conditions and there are no sufficient policy measures to cope with the situa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recommended in 2013 and 2017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hous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2_Current status and issues

1) Figures of migrant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2,180,498 foreigners are staying in Korea 

as of December 2017, accounting for 4.21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72.6 percent 

of them are long-term stay foreigners who have been in the country for over three 

months.(Table 7).24) There are 534,076 workers with E-9 (non-professional 

employment), E-10 (vessel crew) and H-2 (working visit) visas, who are classified as 

low-skilled, and the number is growing(Table 8).

23)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port for Habitat III, 2014, 35. Slum upgrading and prevention.
24) Korea Immigration Service, Monthly Statistics,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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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persons)

2012 2014 2016 2017

Number of 
migrants

1,445,103 1,797,618 2,049,441 2,180,498

Total population 50,948,272 51,327,916 51,696,216 51,778,544

Migrants as 
percentage of total 

population
2.84% 3.50% 3.96% 4.21%

Source: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Yearbook, measured at year-ends
* Figures for the year 2017 are based on monthly statistics reports and data released by 

Statistics Korea. 

Table 7. Foreign population per year

(unit: persons, %)

Visa Total
Overseas 
Korean
(F-4)

Non-
professional 
employment

(E-9)

Working 
visit

(H-2)

Permanent 
residency

(F-5)

Study 
abroad
(D-2)

Etc.

Number 2,180,498 415,121 279,127 238,880 136,334 86,875 1,024,161

Percent 100.0 19.0 12.8 11.0 6.3 4.0 47.0

Source: Korea Immigration Service Monthly Statistics 2017. 12.

Table 8. Foreign population per visa status

2) Dormitory for migrant workers

(1) Lack of housing standards and supervision for ensuring adequate standards 

of living

     A large number of migrant workers live isolated in employer-provided housing 

near workplace, most of which are located in rural or remote areas. Meanwhile, 

standards and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to ensure adequate housing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do not have provisions on essential dormitory facilities nor 

specifies obligations concerning dormitory management and supervision. Mor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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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t of requirements for employers to gain employment permit and the list of 

justifiable reasons for employees’ request for change of place of business do not 

address any terms on living conditions or housing environment.25) 

     Due to the inadequate legal system, a research on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326) found that all surveyed workers were 

living in employer-provided dormitories and more than 70 percent of the dormitories 

were temporary buildings or structures made of vinyl greenhouses, container sheets 

and panels, with bathrooms placed outside and without windows or locks(Fig. 5).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on female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27), 56.1% of those living in employer-provided housing were housed in 

containers or vinyl greenhouses and 12.4% have experienced sexual assault.

Fig. 5. Problems in migrant workers’ housing in rural areas

Tin-plated walls are wet from constant rain leakage, causing a serious electric shock 
hazard in contact with the walls. Floor heating is  unavailable even during the winter.

25)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cently issued a legislative notice on adding employers’ violation 
of provision of food and lodging to the list of valid reasons for migrant workers’ request for change 
of place of business (Notice No. 2018-110).

26) Lee Byung-ryol et al,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y, 201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7) So Ra-mi et al, Sexual Assault on Female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2016, commissioned 
by Community Che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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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cessive deduction of lodging expenses

     It is a commonplace that employers deduct migrant workers’ overtime wages 

under the pretext of food and lodging expenses.28) As the matter surface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et guidelines in February 2017, stipulating a 

ceiling on food and lodging expenses which were calculated only based on ordinary 

wages but with no regard to the quality of accommodation, while completely lacking 

standards on dormitory facilities and conditions.

     Government’s guideline itself can be said to be encouraging violation of the 

law. Deducting food and lodging expenses from wages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re is a high chance that such deduction will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Minimum Wage Act as well, considering the amount of hourly 

wage.  In fact, in the case of a migrant from Sri Lanka who works for a manufacturer 

and lives in a temporary building attached to the side of the factory, his employer 

has deducted 13% of his wages for food and lodging expenses since the guidelines 

were implemented in February 2017.

3) Exclusion of migrants in housing policy

(1) Lack of policy support for migrants in need of housing support

    As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only applies to Korean citizens, 

migrants are excluded from various housing welfare programs implemented for 

housing vulnerable groups.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which provides 

temporary shelter or subsidization of corresponding expenses, also applies to Korean 

citizens only, with very limited exceptions for migrants. Because the status of 

‘non-homeowner household member,’ one of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public 

rental housing, is determined ba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table, migrants except 

28) Lee Byung-ryol et al,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y, 201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p.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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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residing with a Korean spouse or lineal blood relative who is the head or 

member of a household listed on the government’s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re 

fundamentally denied eligibility for public rental housing.

     Although migrants by marriage and refugees can receive housing benefits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marriage migrants must be 

in a marit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national or be raising an underage child of 

Korean nationality in order to receive housing benefits. In other words, migrants who 

are raising child from his/her former de facto relationships with a Korean national 

cannot receive housing benefits.

(2) Refugees

     The 「Refugee Act」 stipulates that refugees are to be provided with the same 

level of social security as Korean citizens. However, the sam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public rental housing apply to refugees, including the status of ‘non-homeowner 

household membe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table. Therefore, 

refugees who are not list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are denied eligibility 

for public rental housing and do not have available housing welfare programs besides 

housing benefits.

     Meanwhile, refugee applicants can enter the Immigration Reception Center 

within 6 months of the application. However, only a small number of them are 

admitted to the Center because more than 30 seats out of the 83-capacity are given 

to resettlement refugees each year.29)

     There is no social security policy for humanitarian status holders in Korea. 

29) In 2016, 114 of 7,542 refugee applicants were admitted to the Immigration Reception Center and 34 
of them were resettlement refugees, which means that only 0.1 percent of the total refugee applicants 
received housing support through admission to the Center (Refugee Statistics 2016, Refugee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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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theless, the government is granting twice as many humanitarian status as refugee 

status every year, adding to the number of vulnerable migrants unprotected by social 

welfare programs.

(3) Homeless migra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interpreted that the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does not apply to foreigners. 

Regardless of legal status, migrants who are registered aliens or permanent residents 

are often denied entry to homeless facilities, thus virtu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s housing support for the homeless.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that it 

is even willing, in principle, to cancel permission of stay and order departure in the 

case of homeless and other migrants who do not have economic power, even without 

any violation of law on the part of such migrants, in the name of enhancing national 

reputation.30)

(4) Lack of statistics

     It is difficult to fully grasp refugees and migrants’ housing situation without 

substantive research on the matter at the national level. Migrants should be included 

in survey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 the 

very least, migrants living in non-residential structures should be sampled in the 

nationwide ‘survey on non-residential dwellings’ accord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3_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Pursuant to the ‘Recommendations of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30)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mplementation plan for immigration policy, 2017,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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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Rights(2017)’31) and the ‘Recommendations of UN Report of Special 

Rapporteur on racism(2015)’32),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migrant 

workers’ right to social security is protected and respected by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making sure th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troduces standards on migrant workers’ dormitory that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conducts regular monitoring and implements measures and sanctions 

accordingly.

     In order to ensure equal exercise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the rest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as pursuant to the ‘Recommendations of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2017)’33),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sure that migrants are 

not excluded in its housing policy. Moreover, migrants should be included in housing 

survey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plans to improve migrants’ housing conditions that 

fall below the minimum standards as soon as possible.

     Pursuant to the ‘Recommendations of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2017)’34),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the homeless and other migrants in need of housing support and make 

a complete revision of its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31) October 2017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KOR/CO/4), para 37.

32) April 2015 recommendations of the U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A/HRC/29/46/Add.1), para 70.

33) October 2017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KOR/CO/4), para 26.

34) October 2017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KOR/CO/4), para 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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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ㅣ The Right to Housing for Vulnerable Groups

1_The right to housing for young adults 

1) Background

     Housing instability among young adults has emerged as major social problems 

in Korea. As Korea is stuck in a low economic growth, the young people are getting 

harder to get good jobs Due to low growth of economy, incomes of young adults 

have been stagnant or declined. Worse, rents are rapidly rising as compared to their 

incomes, which increase burdens of housing costs.

     Even though young people in Korea suffer from housing problems and lack of 

money to save from their low earnings,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m is far short 

of their demands. The accommodation capacity of universities is too low and there 

are few dormitories or rental housing provided by companies as well. As a result, 

young adults end up living in high-rent private dwellings. But rents in areas, where 

single-person households mainly live in such as university towns or communities with 

a lot of studio flat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Korean rental housing market, 

it is common for large security deposits to be paid, which are usually tens of times 

the monthly rent. However, there has been no control on rents or living conditions 

of poor housing, such as basement room, rooftop room, goshiwon, where young 

people with no money for deposits usually reside.  

     Young tenants who sign the lease contracts for the first time in one’s life, 

mostly go through difficulties because they are in disadvantaged positions as 

compared to landlords. They sometimes cannot get their deposit back, and experience 

conflicts with landlords over repairs and maintenance of the dwellings during the 

rent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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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rrent state and issues

     In Korea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ypes of housing occupancy between 

generations. Especially, in case of Seoul where quality jobs are more available than 

in other areas, the percentage of people living in high-rent homes is high among 

young people as compared to other generations. Heavy burdens of housing costs 

discourage young people from pursuing marriage or having children.

     In the past, housing problems for young people were regarded as temporary or 

minor issues they experience for a short term while accumulating their own assets. 

However, socio-economic foundation for this generation has been dramatically 

deteriorated amid a slow economic growth in the country, and rapidly rising housing 

prices have reached the level that they cannot afford to. Consequently, going beyond 

the issue of one generation, housing issues for young people are now regarded as 

serious problems that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society. The housing 

is now a common issue for all young households, and at the same time the issue 

appears in different ways by region. Since young population is much more densely 

populated in Seoul and Seoul metropolitan areas for study and work, young people 

living in Seoul and nearby areas have more serious housing problems than in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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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The right to housing for single-woman households35)

1) Background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36) is a major 

change in the Korean society that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urban housing policy. Yet, the Korean government is still implementing couple- and 

family-focused housing policies. Single-woman households, especially, are in the blind 

spot of the housing policy,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economically vulnerable 

due to unstable jobs and low incomes as compared to single-man households. But they 

also have to bear heavy housing costs for safety and security reasons.37) 

2) Current state and issues

(1)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lacking consider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ed five times to 5.2 million in 

2015 from 1 million in 1990. Seoul, especially, has had the highest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nation, with 0.25 million in 1990, 0.5 million in 2000, 

and 1.12 million in 2015. Also, 46.8%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are 

single-youth households.(Table 9). A hike in single-youth households centered on 

metropolitan areas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n marriage and 

family among Korean young people. 

35) Single-woman in this report means a woman who currently does not have a spouse because they were 
never married, divorced, or widowed. 

36) According to the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by Statistics Korea, the portion of two-person 
household was 24.6% in 2010 and that of single-person household was 27.2% in 2015, indicating that 
a single-person household has emerged as the main type of household in Korea since 2010. 

37) Survey on Single-Person Household in Seoul, 201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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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person) 

year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1990 257,382 77,230 59,890 38,321 23,350 20,327 -

2000 502,245 154,237 107,913 97,127 60,207 62,742 42,532

2010 854,606 290,902 192,472 190,882 122,506 134,938 77,421

2015 1,115,744 361,749 239,517 243,678 163,577 169,391 103,551

Sourc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990-2015), Statistics Korea 

Table 9. Trends in single-person households in six metropolitan cities
(1990 – 2015)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for public rental housing,38) categories by 

which applicants can obtain points are non-homeowner period, the number of 

dependents, and how long they have held housing subscription deposits. For these 

reasons, single-person households cannot acquire points in the category of the number 

of dependents, which  push them to the back burner in the selection and to lose 

options they can apply for. 

(2) Unstable income and high housing costs for single-woman households

     Single-woman households account for 51.2% (0.57 million households) of the 

total single-person households in Seoul. The average monthly incomes of single-man 

households and single-woman household are 2.518 million won ($ 2,343) and 2.123 

million won ($1,979), respectively.39) Even though single-woman households earn less 

money than single-man households, the portion of living in high-rent homes is higher 

among single-woman households than that among single-man households.40) This is 

because the portion of those who seriously consider security and safety of housing 

was 10.9% among single-woman households, much higher than that among 

single-man households at 1.8%.

38) Article 2 of Rules on Housing Supply 
39) Survey on Single-Person Household in Seoul, 2017 
40)  The share of living in relatively better housing conditions and high-rent apartments among single-woman 

households is 4% higher than that among single-man households; the share of living in relatively 
inadequate housing conditions and low-rent housing such as studio flat or goshiwon among 
single-woman households is 13% less than that among single-ma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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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Housing poverty among children

1) Background

     Childhood is a period of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during this 

period children spend a lot of time at their homes. Children’s health and safety is  

more influenced by inadequate housing as compared to other population groups, and 

the more severe poverty, the more negative impact could be on children’s 

development. Factors that can threaten children’s health at home include lighting, 

ventilation, humidity, mold, and harmful insects, and lack of spaces for sleeping and 

essential spaces in housing. Moreover, since children spend most of their time at 

home, they are at high risk of being injured from falling down, falls from heights, 

and fire at home.

2) Current state and issues

     Identifying the number of children living in housing poverty is crucial because 

it shows the seriousness of housing poverty among children and the scope of 

government’s policy targets. According to the 20 percent sample of households in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19 

years old was 570,000, and 790,000 children are living in housing that does not meet 

minimum housing standards(Table 10).41) Including children living in poor housing, 

such as basement room, rooftop room, and non-residential structures such as vinyl 

greenhouse that cannot be even called housing, 940,000 children (9.7%) are living in 

housing poverty.42) Seoul has the highest number of both children in housing poverty 

(230,000 children) and households with child housing poverty (150,000 units) of any 

other areas in the country. 

41)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Framework Act on Residence, which 
are consisted of the number of rooms and the size of housing against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facilities (toilet, bathroom, kitchen). 

42) 570,000 households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child housing poverty. Officetels 
(studio-style apartments) with good living conditions were excluded from the types of dwellings other 
than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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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umber of persons, household, %)　

Type
Number of children Number of households

Nationwide Seoul Gyeonggi Nationwide Seoul Gyeonggi

H
ousing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789,121
(8.1)

189,174
(11.5)

189,862
(7.4)

468,351
(7.7)

118,141
(11.0)

110,927
(7.0)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or 

basement/rooftop 
room

857,499
(8.8)

225,544
(13.7)

211,027
(8.3)

515,509
(8.5)

143,780
(13.4)

125,158
(7.9)

Other dwellings other 
than housing

86,605
(0.9)

8,295
(0.5)

18,592
(0.7)

55,664
(0.9)

6,237
(0.6)

12,043
(0.8)

Housing poverty
944,104

(9.7)
233,839

(14.2)
229,619

(8.9)
571,173

(9.4)
150,017

(14.0)
137,201

(8.6)

Total
9,777,864

(100.0)
1,643,558

(100.0)
2,556,513

(100.0)
6,083,089

(100.0)
1,070,750

(100.0)
1,591,641

(100.0)

Source: 20% sample of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15, Statistics Korea 

Table 10. Trends in child housing poverty nationwid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2015)

     These households are usually living in private rental housing with inadequate 

conditions, but landlords and the government have not tried to improve these homes 

where poor children mostly live in. Areas where illegally-partitioned villas are densely 

packed are more dangerous in terms of windows and terrace of homes, and the houses 

are so close together that it is often hard for residents to escape from their homes 

in case of fire or disasters, and it is difficult for fire engines to get into the area. 

Houses with poor electrical system are more prone to catch fire, and houses in 

low-lying areas and basement homes are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a plan that housing support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who live in non-residential dwellings, will include children in 

low-income households as the policy targets. It holds a meaning that the government 

admitted the urgency of child housing poverty problem. However, considering that 

housing support projects for vulnerable groups have been in  name only, the 

government ought to have more willingness to make this plan for children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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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Right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live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ensure the right to hous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allow them to live in the community. Disabled people in Korea have 

no choice but to living in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ir whole life, or enduring high 

housing costs in the community, or living in housing with few amenities. 

2) Current state and issues

     The Korean society has made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In Korea, there are more than 30,000 disabled people who are residing 

i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are isolated from local communitie

s,43) and there are over 78,000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are accommodated 

in psychiatric hospitals.44) This is the result of the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provide the disabled people living in 

institutions with active support for deinstitutionalization and independent living. 

     Since the government does not carry out a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ly a handful of them can be luckily de-institutionalized.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in Korea has been only carried out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a few local governments without any help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argets of the policy have been very limited. As a result, the 

right to liv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ended up being discriminately respected. 

43)  From a list of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as of 2016,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44)  As of 2015, National Mental Health Statistics Pilot Study 2016, the Nation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ommission, National Mental Health Cent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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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thermore, the disabled in institutions cannot receive proper assistance even 

though they experience violence, neglect, and any other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y are more unlikely to be protected by violence intervention and treatment process 

in which communities outside the institutions use to respond to violence. Even if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proven, they only end up being moved to another 

institution. Their right to live in local community is not guaranteed. 

     A case in point is Daegu Hope Village incident in 2016. The shelter for 

disabled people, Daegu Hope Village, was recognized as an excellent institution for 

six times in a row, from 2002 to 2014. But it turned out that people at the shelter 

experienced serious violence by its staff. Still, until today (February 26, 2018) the 

government has not implemented any support procedure to help the victims or active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housing support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uch as low-interest housing loans, rental housing, home improvement 

loan. However, the households have not received proper assistance from these 

programs because only about 10% of households with disabled members acknowledge 

they are eligible for the programs. The government failed to recognize that its policies 

could not met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ractice, and  the policies did 

not work properly due to a lack of budget.

5_Right to housing for LGBTI persons

1) Background

     In the Republic of Korea, LGBTI persons are subject to discrimination, 

violence, and widespread hate speeches in daily life. Discriminatory social climate, 

laws, and practices make it difficult for LGBTI persons to enjoy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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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7, U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mmittee recommende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including “...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effective measures to eliminate de jure and de facto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 (b) Revise legal and 

regulatory provisions that are discriminatory or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such as 

those relating to social security, reproductive health and housing ...”45)

2) Current state and issues

(1) Same-sex couples

     The State party has failed to apply any rights and recognition to same-sex 

couples.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policies to give newlyweds priority over the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However, same-sex couples cannot enjoy the same rights 

and benefits in terms of housing. 

(2) Transgender persons

     Due to the invasive requirement, including sterilization surgery, for gender 

recognition, not many transgender persons cannot change their gender marker on their 

id cards corresponding with their gender identity. This makes a great barrier for them 

to rent a home since the landlord will be suspicious of their identity. Even some 

landlords declined to rent a housing to a transgender person.

(3) Shelter

     Many transgender and gender-non conforming youths face domestic violence 

from their families and have to find a shelter to live in. However, many shelters are 

gender-segregated and some transgender youths face reluctance from some shelters.

45)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19 October 2017, E/C.12/KOR/C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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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hat 

reflects rapidly changing household types in Korea. 

     Following the concluding observations by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government should compile statistics on the impact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by gender, and amen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lso,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dispute cases between tenants and 

landlords and cases that breach privacy to come up with measure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also should develop policies to provide priority support 

to households with child housing poverty. Korea currently has very limited housing 

welfare system to which these households can acces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rough the 2017 Housing Welfare Roadmap, housing support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living in non-residential dwellings will be also applied to households with 

child housing poverty. Yet, considering the number of various types of households 

that should be benefited from the policy, the government should vastly expand the 

budget and resources of the policy programs, which are currently unreasonably 

insufficient. 

     According to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in 2008,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tive measures to help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stitutions to have a safe and comfortable access to 

housing services in local communities. The government should also take activ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public rental housing units for the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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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benefits granted to unmarried 

cohabiting opposite-sex couples are equally granted to unmarried cohabiting same-sex 

coupl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transgender persons are equally 

accessible to rent a housing, regardless of their gender marker in their id card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all shelters are well-equipped, well-trained and 

equally accessible to LGBTI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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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ㅣ The Informal Settlements

1_Background

     Korea has various types of informal settlements with inadequate conditions 

where a lot of residents are living. Informal settlements include vinyl greenhouse, 

shanty, jjokbang, container, goshiwon, inn, non-residential public use establishments 

(internet cafe, sauna, dabang (korean coffeehouse), comic book cafe, etc.).

     Occupants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are he most common housing 

vulnerable groups along with the homeless on streets. Living in poor housing 

conditions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in terms of residential area, 

equipment, structure, performanc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these occupants are 

not provided wi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safety. 

     The government has not considered people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as the 

priority when implementing the housing policy. 

2_Current state and issues

     According to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by Statistics Korea, the 

number of households occupying informal settlements (dwellings other than housing) 

excluding officetels, studio-style apartments, (which are adequate for housing) has 

rapidly increased from 57,066 in 2005 to 129,058 in 2010 to 393,792 in 2015.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a housing support project for vulnerable 

groups in 2007 which provided them with public rental housing preferentially with 

low rents, with a view to stable housing for people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However,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was insufficient to meet the dema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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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dreds of thousands of households, and the project did not have proper delivery 

system. Consequently, as of 2017 after 10 years the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the cumulative number of the beneficiaries is only 6,000 households nationwide. 

1) Shanty town and vinyl greenhouse village

     Many of shanty towns and vinyl greenhouse villages in Korea, where informal 

settlements are densely packed together, were formed in the 1980s when urban poor 

people collectively relocated to new areas after their homes had been demolished due 

to urban renewal projects. Shanty and vinyl greenhouse are poorly-built dwellings 

with a basic frame of housing, made of plastic and cardboard boxes in farms, parks, 

or vacant lands. Many of them are occupied by families, so it is often called ‘the 

last resort for poor families’. 

     The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howed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in shanties or vinyl greenhouses is 11,409 nationwide, and more 

than half of them are packed in metropolitan areas. As these dwellings cannot be 

registered as housing, they are at risk of eviction driven by development projects. 

Moreover, being badly equipped with housing infrastructure, they are very vulnerable 

to flooding or other natural disasters. They are at high risk of catching fire because 

they are mostly made of highly-flammable materials such as plastic, scrap wood, 

non-woven fabric. And the dwellings are packed in small areas with inadequate 

electrical wiring. Guryong Village, the largest shanty town in Seoul, had 10 fire 

accidents for the past eight years, which affected 200 people(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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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uryong Village

2) Jjokbang, Inn, Goshiwon

     Common types of informal settlements for po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include jjokbang, inn, and goshiwon, which mostly consist of single small 

independent room. There are no basic residential facilities such as toilets, bathrooms 

and kitchen for indiviual use or they are often equipped with shared-facilities. In 

addition, the dwellings are vulnerable to safety issues. However, rents of the dwellings 

are relatively high for poor single-person households to pay, and the residents cannot 

enjoy the security of tenure because there are no deposits or written contracts with 

landlords.

     Jjokbang are mainly located near train stations in the old central districts, and 

many of them are under demolition due to continued development projects. Recent 

commercialization of train station areas has worsened the danger of forced eviction. 

    Inn and goshiwon are temporary accommodations in Korea. Accommodations in 

poor areas, however, are used as a long-term residence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goshiwon in university areas are used for poor young people. Goshiwon, which 

has been rapidly increased in number, have extremely tiny spaces for each room – 

average size of the room is only about 4.3㎡. Some of the rooms are too small for 

one person to lie down and sunlight cannot reach to the rooms as there are no 

windows. Goshiwon are often regarded as a coffin rather than a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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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the improvement of housing 

conditions for residents of informal settlements wh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housing polici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evictions driven b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informal settlements can make the residents more at risk of 

becoming homeless on the streets,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preventive measures 

before those people are forcibly evict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secure sufficient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units and improv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so that housing support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can properly work out. In addition, for housing policy for 

residents of informal settlements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the government 

should conduct systematic surveys to identify the exact scale and conditions of people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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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총론

1_들어가며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 온 결과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와 함께 

나쁜 관행들이 축적되었다. 공업단지와 대학교를 만들면서도 노동자와 학생들을 위한 

집과 기숙사는 짓지 않아 수 십 년 동안 노동자의 주거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았고, 

주거비가 비싼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여전히 낮아 대학생의 주거빈곤 문

제가 심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주택의 절대 부족은 한국 주거 문제의 주요 원인을 여겨져 왔다. 지속

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에서 여전이 주거 문제는 심각하다.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팔고 사서 부를 축적하는 상품이 되었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집과 일터를 잃고 쫓겨나야 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 소득의 감소를 

우려하는 임대인들은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부담가능한 집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청년의 목소리는 무시된다. 임대인들은 시위, 정

치 엘리트들과의 결탁 등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한다. 

개발로 인한 철거에 저항하며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

에서 6명이 사망한 2009년에 발생한 용산참사 현장에서의 불타는 망루는 우리나라

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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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용산참사 당일 불타고 있는 망루(2009년 1월 20일 7시 27분)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

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

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로 자살하는 순간에도 월세를 걱정

했던 2014년의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람들은 여전히 삶 자체를 위협하

는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2)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2년 마다 이사를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

1) 송파는 서울의 25개 구 중 하나로 지명이다.
2)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자가보유율은 6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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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

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

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인 소득대비부채비율

(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시켜, 소득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독려했다. 최초 주택가격을 억제하던 분양가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막대한 개발 이익의 환수는 유예되었으며, 주택 보유 및 거

래 관련 각종 세금은 경감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

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주택 가격과 가계 부채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길거리에서 민주주의의 봄을 기다린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박근혜 정부는 탄핵당했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

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

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

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 광고가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언론은 건설업체, 투기 세력과 많은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주

거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언론과 결탁한 투기 세력의 

저항은 날마다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에 대해 “결국 실패할 것”이라 비웃고, “시장과 싸우지 말고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라

고 끊임없이 훈수를 두고 있다. 주택 가격이 오를때는 오른다고 비판하고, 내릴때는 

내린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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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

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

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2_한국 사회의 주거권 현황과 문제점

1) 세입자의 주거권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

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

권)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소득과 지출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

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

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세입자는 2년이라는 짧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

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이사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의 소득으

로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승을 감당할 수 없고, 높은 

주택 가격으로 자가를 취득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는 임대인 절대 우위의 민간임대시장에서 무주택 서민이 겪고 있

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는 임대료 상승

률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 부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현재 정

3) 한국은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조차 없었고, 1989년 법이 개정되어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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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17년 12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

도하고, 등록된 주택은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등록

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에서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이

후에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현재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

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

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0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최

초로 시행하였고, 조사대상은 거리·시설·쪽방에서 생활하는 이들로 제한하여 노숙인 

등의 규모를 11,340명으로 발표하였다.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고시원, 비닐

하우스 등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가 393,792가구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보면 노숙인을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하여 정책 대상자의 수

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야간노

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는데 이는 ‘홈리스’의 공공역사의 

출입과 이용을 금하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라 볼 수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4) 이태진 외, 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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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

고 있다. 

3) 강제퇴거

한국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

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

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개발에서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

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개발사

업 이후 주택 유형이 저렴한 단독, 다세대주택에서 비싼 아파트로 획일화되면서 원주

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다.

2009년 1월 강제퇴거에 저항해 농성하던 세입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특

공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용산참사)이 있었다.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

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

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결국 거주민들의 상당수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재

정착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쫓기듯 이주하게 된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

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

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

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 주거

한국에는 주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비공

식주거가 있다. 이러한 비공식 주거에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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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

방, 다방 등) 등이 있다. 비공식 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다. 지금까

지 한국 정부는 비공식 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

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고시원은 수험생들의 

시험공부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저소득층에게 쪽방과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데, 고시원 거주자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에 따르면 (거주공간으로 적합한)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공식 주거(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과거 한국에서 청년들이 겪는 주거문제는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

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

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

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

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인구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한

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한편 이동이 잦아 거주의 불안정성이 높은 도시 청

년 가구의 특성상 청년이 지역사회 기반의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

시킴으로써 주거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낮다.



- 8 -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5)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

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

다.6)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

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 정

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실시하는 장애인 정책의 결과다. 시설 거주인은 폭

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

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

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7)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 전원이 사용

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5)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가구원수에 따른 방의 개수와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부엌)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6) 가구 기준으로는 57만 가구(9.4%)임. 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오피스텔은 제외됨
7) 이병렬 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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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

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3_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

(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

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

(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

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공공 영역에서의 논의는 특히 부족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적

절한 주거는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극소수 사람들의 구호이자 실현되기 힘든 꿈이었

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

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

에 사는 가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에 대한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

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

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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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부채 감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 구조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

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

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

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임대료 체납에 대한 안전장

치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월세의 수 십 배에 해

당하는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

한 접근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

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

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

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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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

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해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

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

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민간임대주택 소유자의 사업자 등

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임대소득을 얻는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과 주거급여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

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

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

고 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인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

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주거환경이 열악

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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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 규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는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

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

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

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승했

다.

4_모두를 위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국제법은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가용 자원을 최대한 사용해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실행해야 할 때이다.

• 적절하고 부담가능한 주거에 대한 기준 설정: 현재 우리나라에는 살만한 집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 소득 대비 주거비의 과부담은 그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최저주거기준은 강제력과 지원 수단이 정해져 있지 않고, 면적 등을 제외하면 

기준이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주거비의 과부

담과 건강와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미달 가

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급여의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의 

43%는 주거급여 수급이 절실한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수급기준 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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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받지 않는 주거환경

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거주하는 거처의 안전 및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의 준수와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홈리스 주거지원: 홈리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시설 보호 중심의 홈리스 정책을 지양하

고, 주거 지원을 중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주거 지원 중심의 전략은 쪽방 멸실, 

임대주택 확대, 장애 및 노인 홈리스를 위한 지원주택‧무장애주택 확보 등 주요 의

제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거리 홈리스 퇴거 및 물품 철거 

행위는 홈리스의 존재를 부정하는 형벌화 조치의 대표적 행태로 신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 강제퇴거 금지: 강제퇴거는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라는 사실이 국제법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국제사회의 규범인 강제퇴거 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사법적·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미약하다. 한국 정부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일반논평 제4호(1992)와 강제퇴거에 관한 일반논평 제7호(1997)에 

주목해, 강제퇴거를 예방하거나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

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강제퇴

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개발사업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

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참여도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의 지원과 역할은 개발사업의 

진행과 사업성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

다. 강제퇴거 과정에서 진정이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특

히 물리적 요건만으로 무분별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개발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앞서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실시를 법제화해

서, 거주민들의 다양한 주거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세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개발 이전에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우선적 지원: 비주택 거주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

만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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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있으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비공식 주거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 비

공식 주거 거주민에 대한 주거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

확한 규모와 실태파악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최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가구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포함시

키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공급 확대가 시

급하다.8) 

• 뉴스테이 폐지와 공공임대주택 정책 강화: 시장 가격의 90~95%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도 부족한 토지, 금융 지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강제수

용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일이 있어서

는 안된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2015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회주택과 같이 비영리 조직을 중심으로 한 부담가능한 주택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기업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기

업에 지워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뉴스테이 정책은 실질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역량은 비

싼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관리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

다. 한국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여야 하며,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부담능

력이 고려되는 임대료 부과와 주거비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높은 임대료로 인해 세

입자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 시장을 규

제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공공의 지원을 받은 주택, 공공에 

등록된 주택뿐 아니라 전체 민간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해야 한다. 또한 

8) 국토교통부,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2018년 3월 13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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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광범위한 탈세 방지와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임대사

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한국 정부는 지어지지 않은 주택을 선분양할 때, 분양가의 

투기적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분양가격을 제한하여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통제해야 한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적 수요자의 분양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 나아가, 주택을 짓기 전에 매매가 이루

어지는 선분양 방식을 폐지하고 주택을 일정부분 이상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이주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적정한 주거권 보장을 위

해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고용노동부는 숙소에 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주거 정책과 주거

실태조사에 있어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홈리스 등 주

거 위기에 놓인 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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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공동주택의 공급방식 개선 필요성과 문제점

1_문제 제기

한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주택 매매 과열기라 불렸던 2006년 전국 매매건수

는 88만 건이었는데, 2015년 96만 건을 기록하며 종전의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3~2017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격은 약 49.1% 상승했고, 2017년 서울 아파트

의 평균 거래가격은 6억 원이 넘었다.9) 매매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달리 자가점유율

은 거의 정체 상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2016년간 아파트를 1채 소유한 개

인은 10.9% 증가한 반면, 2채 이상을 소유한 개인은 35.2%가 증가했다. 신규 아파트

의 공급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주

택거래 중 많은 부분이 투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76.6%를 보유하고 있고, 하위 50%는 땅 

한 평조차 없어 토지소유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10)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0.156%에 그치며 자산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있다.11)

지금이라도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켜 자본양극화에 의한 부의 불평등 격차를 줄

이고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 공공성 강화, 불로소득 

근절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공동주택의 공급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2_현황과 문제

197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던 시기에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선분양 방식의 공동주택 분양제도이

다. 건설사들이 주택을 짓기 전 구매자의 대금을 미리 납부 받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방식을 허용하였으며 당초에는 국가가 분양가를 규제하였다. 하

9)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실거래가.
10) 국토교통부, 2012, ｢토지소유현황｣.
11) 한국은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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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19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선분양제도가 유지되면서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파는데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막대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완성된 집이 아닌 모델하우스를 보고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는  부실

시공, 분양가 거품 등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분양권으로 불리

는 입주권리를 사고팔 수 있어서, 실수요자가 아닌 차익실현을 노린 투기꾼의 불법전

매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등 선분양은 투기조장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는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

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

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

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표 1).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

승했다.

2017년에 다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

었다. 집값과 분양가의 투기적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 

(단위: 천 원, %)

구분 2015년 10월 2018년 1월 상승률

서울 5,841 6,623 13.4

수도권 4,047 4,600 13.7

광역시 2,727 3,231 18.5

전체 2,674 3,140 17.4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공표보고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표 1. 2015년 10월 이후 ㎡당 민간아파트 분양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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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결론 및 권고

한국 정부는 지어지지 않은 주택을 선분양할 때,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

가격을 제한하여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통제하고, 건설사로 하여금 분양원

가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가 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할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자의 분양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

다.

나아가, 선분양 방식을 폐지하고 주택을 일정부분 이상 짓고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를 의무화해 건설사가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에 걸맞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규

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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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세입자의 주거비 과부담과 주거불안

1_문제 제기

한국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

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 갱신 시의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세입자는 2년이라는 짧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이사 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의 소득으로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보

증금과 임대료의 상승을 감당할 수 없고, 주택 가격 폭등으로 세입자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료 상승률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 부여에 대해 이전 박

근혜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현재의 정부도 구체적인  일정 계

획없이 ‘임대료 상승률 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

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_현황과 문제

소득에 비해 주거비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 소득과 지출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표 2).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12) 한국은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조차 없었고, 1989년 법이 개정되어 그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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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득1분위 55.6 56.6 54.7 50.8 54.4 43.5 51.1

소득2분위 23.3 25.5 27.2 26.9 27.2 27.6 28.1

소득3분위 19.7 20.3 21.3 22.4 22.3 22.3 24.1

소득4분위 16.6 17.7 18.3 19.3 20.4 19.5 19.8

소득5분위 15.2 15.5 16.6 17.5 17.8 18.3 19.6

전체 19.9 21.0 21.8 22.1 22.7 22.5 23.7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 가계동향조사

표 2. 소득 분위별 임차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의 변화(2010∼2016년)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 ｢임대주

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등

록을 유도하고, 등록된 주택은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다. 등록된 주택에는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및 계약갱신청구

권이 적용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나 등록 기간이 만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

런 규제가 없다. 정부에서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이후에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실제로 임대차 시

장을 규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과 더불어,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

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의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3_결론 및 권고

한국 정부는 ‘UN사회권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제4차 권고에 따라, 치솟는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비를 규제하고 

장기 임차를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인상률을 

규제하는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법적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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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1_문제 제기

공공임대주택은 한국 정부가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

지 정책의 중심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임대료도 부담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부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재고가 적은 가운데, 역대 정부는 미

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해 적절한 과세조차 하지 않아 주택의 

투기적 상품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게다가 전 정부에서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된, 현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원 혜택

이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_현황과 문제

1) 공공임대주택

(1)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토대로 2016년 말 기준, 한국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산정해 보면 942,543호로 총주택 재고 19,877,092호의 4.7%에 불과하다(표 3).13)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매년 13만호의 공공임

대주택을 공급하여 총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약 9%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

표했다.

13) 이는 민간소유주택인 전세임대주택과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 수치이다. 전세임대주택과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은 공공임대주택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이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자에게 서브리스를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대료 보조 성격을 띠고 있다. 5년‧10년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임차인의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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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호)

구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영구임대 190,077 190,077 190,519 190,679 190,694 191,900 192,886 195,669 199,267 

50년임대 100,007 96,124 100,722 100,882 101,520 102,646 105,663 108,140 107,848 

국민임대 155,637 295,731 375,941 431,656 455,107 488,552 521,115 553,408 601,252 

매입임대 18,207 48,642 58,063 63,292 69,368 79,510 87,702 100,650 110,579 

장기전세 0 7,884 15,574 17,684 19,947 26,471 26,169 28,063 32,135 

행복주택 0 0 0 0 0 0 0 847 2,041 
장기공공 

임대주택 계
445,721 589,816 682,756 740,901 767,268 809,569 845,833 886,127 942,543 

5년임대 364,030 186,481 142,673 103,741 81,721 78,652 77,226 72,113 76,094 

10년임대 0 62,575 70,679 84,238 78,028 92,091 107,839 135,240 147,318 

전세임대 15,736 38,834 52,406 64,918 85,625 114,826 115,609 142,070 165,764 

기타 계 379,766 287,890 265,758 252,897 245,374 285,569 300,674 349,423 389,176 

출처: 국토교통부, 해당연도, 임대주택통계.
주: 매입임대주택(LH의 미분양매입, 부도매입, 다가구매입, 지자체의 다가구매입, 재개발매입 포함)은 

국민임대에 포함됨. 2008년은 서울 자료의 오류로 분석에서 제외함.

표 3.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16년)

현 정부의 로드맵은 이전 정부에 비해 임대기간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공급을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연간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안에 민간이 소유해 계약연장이 보장되지 않는 실제로는 민간 소유 주택인 계약기

간 2년의 전세임대주택이 3~4만호나 되는 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저렴하게 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 등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문제점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

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

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

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

료가 큰 부담이 된다. 임대료 체납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최저소득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월세의 수 십 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부과하

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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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된 정책대상을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

으로 설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여, 대상 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간임대주택

(1)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수는 2017년 

약 98만 호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한 임차가구 수인 701만 가구의 

14%에 불과하다.14)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민간임대주

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보장된 임대기간은 2년에 불과하며, 계약갱신이 보장되지 

않고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 등 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

(2)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 공적지원 임대주택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

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익 집단

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의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

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

졌으며,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14) 2016년 기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로 파악된 임차가구 약 837만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약 136만 - 단 
한 채의 공가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을 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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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 뉴스테이의 임대 조건에 추가된 공공성의 내용은  (i)우선입

주 대상자가 무주택자인 점(그러나 무주택자인 입주자가 부족할 경우 유주택자나 그 

가족도 임차인이 될 수 있다), (ii) 수입 조건에 대한 제한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 (iii) 공급하는 총 임대주택의 

20% 이상의 초기 임대료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120% 이내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위해 시장 가격의 

70~80%로 규제하는 것이다. 뉴스테이가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

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정부의 정책 역량은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업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

회적 책임을 기업에 지워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장 가격의 

90~95%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도 부족한 토지, 

금융 지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가 강제수용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2015

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회주택과 같이 비영리 조직을 중심으로 한 부담가능한 주택

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광범위한 탈세 방지와 투기 억제의 필요성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사실상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

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

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임대소득을 얻는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

록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민간임대주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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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의 사업자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3_결론 및 권고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하게 확

대하여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우처를 통한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 공급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거 정책의 공공성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대기업을 통한 고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뉴스테이가 실

질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주택임대차제도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지나친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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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층 주거권 저해요소

1_문제 제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된 최저빈곤층 대상의 공공부조 정책

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정부는 정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여전히 광범위한 사

각지대가 남아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원인 중 빈곤층의 주거권을 저해하는 대

표적인 요소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이다. 또한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_현황과 문제

2016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가구가 73.6만 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인 자가가구가 7.7만 가구이다.15)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주거급여를 신청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28.5%)’이다(표 4).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

는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수급신청을 거절당하거나 신청 후 탈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비판

을 받아들여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발표했

15)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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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긍정적이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

무자 기준은 남아 있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힘든 저소득계층이 많기 때

문에, 주거급여 이외의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급하다.

(단위: %)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자동차가 
있어서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잘 모르겠음 합계

17.0 0.8 11.2 5.4 28.3 37.2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표 4.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임차급여 지급액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를 최저주거기

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는 주거급여가 빈곤층에게 허용하는 최고 주거수준이 최

저주거기준이라는 의미이다. 

2016년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14.1

만 원으로,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인 20.2만 원의 69.8%에 불과하다.16) 특히 주거비

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

의 보장 수준이 낮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

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자가 가구의 경우 상담 사례를 통해 수선비용 상한액으로는 충분한 주택 개

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내놓는 공식적인 통

계가 없어 실제 주택 개량 지원 실적, 보장 수준의 현실성, 지원의 효과에 대해 확인

할 방법이 없다. 임차가구는 낮은 수급액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주거 상향이 

16) 자료: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 워크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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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협받지 않는 주거

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거주하는 거처의 안전 및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의 준수와 주거상

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_결론 및 권고

UN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급여가 필요한 개인

과 가구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특정 사회보장급여의 액수가 부족하다

는 것을 우려한다’는 권고를 이미 내린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사회보장체계 전반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이 적절하

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액을 확대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주거품질 준수 및 주거상향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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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 개발과 강제퇴거

1_문제 제기

한국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주택 재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

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

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

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

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

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

다. 또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마을의 주택 유형은 저렴한 단독, 다세대주택에서 주거

비가 비싼 아파트로 획일화되어 원주민이 다시 재정착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9년 1월 강제퇴거에 저항해 농성하던 세입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특

공대를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용산참사)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는 국제사회의 규범인 

강제퇴거 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사법·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미약하다. 대

부분의 퇴거조치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용역들에 의한 폭력도 매우 심각하다.

2_현황과 문제

1) 전면철거 방식의 과도한 개발 지정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점진적 수복형 방식의 도시재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정부 역시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에 

과다하게 지정되어 전면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발지역이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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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구분 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전국 2,992 724 1,007 807 437 17

서울시 1,050 35 414 283 312 6

출처: 통계청, 2015, 정비사업 사업유형별 현황.

표 5. 정비사업 사업유형별 현황(2015년)

2015년 기준, 전국에서 추진되는 도심 주택지 개발사업은 2,992개 지구인데, 

이 중 1/3에 해당하는 1,050개 지구가 수도 서울의 도심에 지정됐다(표 5). 특히 

2000년 이후 뉴타운 개발이라는 광역개발 형태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도시 전역

에 지정되면서, 과도한 개발 구역이 지정되었다.

2) 용산참사, 강제퇴거로 인한 사망사건들

한국 사회의 도시개발과 강제퇴거로 인한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사건은 

2009년 1월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이 사망한 ‘용산참사’이다. 참사가 발생

한 용산4구역의 경우 세입자 비율이 83%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이들은 개발사업에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 의견 개진과 참여의 기회에서 배제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재정착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

치 마련은 물론 갈등의 중재 노력에도 소홀했다. 이에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철거민들이 강제퇴거가 진행중인 개발 현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이 

시작되자, 경찰은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강

제 진압을 실시, 결국 여섯 명의 생명권을 박탈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농성에 참여한 철거민들만을 기소했고, 사법부는 결국 철거민들

을 구속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용산참사 이후로도 개발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또 다른 죽

음들을 불러왔다. 용산참사와 같은 해인 2009년 11월, 겨울철 무리한 철거에 항의하

던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6년 4월에

도 서울시 종로구 돈의문뉴타운 개발지구에서 이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퇴거가 진행되자, 이에 항의하던 세입자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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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겨울철 강제퇴거와 용역폭력

겨울철 강제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나, 한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

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겨울철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서울

시에서 동절기 철거를 제한하는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

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불과해 여전히 서울 도심에서 겨울철 강제퇴

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2).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제퇴거는 주로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사적 폭력에 의

해 집행된다. 개발 조합과 계약한 용역업체의 직원들이 개발사업 구역 안에 상주하면

서 주민들의 이주를 종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협박, 위협, 영업방해, 성희롱, 방화, 오물 투척, 낙서, 통행 

방해, 모욕, 집단적 어슬렁거림, 시비 걸기, (창)문·상하수도 파손 등의 다양한 폭력을 

행사한다. 이는 빠른 이주를 위해 거주민들을 내쫓으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계획된 

폭력이다. 결국 거주민들의 상당수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재정착 대책이 부족

한 상태에서 쫓기듯 이주하게 된다(그림 3, 그림 4).

 

그림 2. 겨울철에 강행된 강제퇴거
좌: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덕마을, 2016년 1월 / 우: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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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퇴거 현장에서도 배치·신고 된 집행 용역 외에도, 소

위 ‘철거 깡패’로 불리는 이들이 철거회사의 직원 형태로 폭력에 가담한다. 사설 철거 

용역들이 동원되어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은 더욱 극심한 폭력이 발생한다.

 

그림 3.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용산4구역 현장(2008년)

이주를 종용하기 위해, 영업하는 상가 세입자의 가게 앞에 동물 사체를 버려놓거나 건물 벽에 
흉측한 낙서를 해 불안을 조성하며, 퇴거를 종용했다.

 

   

그림 4.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폭력
좌: 서울 노원구 월계동, 2016년 / 우: 서울 강남구 개포동, 2017년

용역들이 소화기를 쏘고,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퇴거를 실시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4) 소유권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와 세입자 참여 배제 및 대책의 부실

한국의 개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주거권이 아닌, ‘소유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다.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만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UN사회권위원회에 주민동의 하에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해 왔지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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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의 요건은 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의 동의만을 의미한다. 서울 등 대도시의 정비사

업 지역의 경우 세입자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세입자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정

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세입자의 사업에 대한 동의여부는 묻지 않는다. 

특히 개발 예정 지역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 목적으로 토지

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거주민의 의사가 개발 과

정에 반영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개발계획은 높은 분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

파트를 빠르게 건설하는데 초점을 둔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거주

민의 주거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이나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기피

된다. 

한국 정부는 UN사회권위원회에 개발계획에서 세입자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보고해 왔다. 그러나 이주대책은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따른 

세입자 대책은 정비구역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부터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되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평균 4.7년(2000~2015년 서울시 평균 

기준)이 걸린다. 이 때문에  현행법 상 계약기간을 2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

의 다수는 기준일을 충족사키지 못해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건축 등 민간 

개발 사업으로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다.

5) 영업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가세입자 이주 대책의 부재

상가세입자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권리의 박탈을 겪고 격렬히 저항하게 된다.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상가세입자들에게, 현행 영

업 손실 보상만으로는 동일한 조건의 영업활동을 다른 곳에서 지속하기는 불가능하

다. 상가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 이외에 영업의 계속성을 보장할만한 아

무런 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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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결론 및 권고

‘UN사회권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권고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협의권, 적합한 대체주택에 대한 접근, 적절한 

보상 등, 퇴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모든 집단에게 제공하는 것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17) 

한국 정부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일반논평 제4호(1991)와 강제퇴거에 관한 일반

논평 제7호(1997)에 주목해, 강제퇴거를 예방하거나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모

든 형태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강제퇴거 과정에서 진정이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물리적 요건만으로 무분별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개발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앞서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실시를 법제화

해서, 거주민들의 다양한 주거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세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개발 이전에 사회적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충분한 사전 고지와 사전 협상 및 적절한 보상이 없는 강제철거와 

겨울철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강제퇴거 과정에서 용역 폭력이 개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주민들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

호해야 하며 철거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상가세입자들의 재정착 및 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 상가세입자가 개발 이전과 동일하거

나 나은 조건에서 다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재정

착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임시상가 제공 등의 대책을 수립헤야 한다.

17) 2017.10. UN 사회권 위원회 권고  http://www.peoplepower21.org/152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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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ㅣ 홈리스의 주거권

1_문제 제기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나, 법률의 한계로 인해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도

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2_현황과 문제

1) 법률에 따른 노숙인의 개념

노숙인복지법(제2조 1항)은 “노숙인 등”이라는 개념을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숙인 시설 또는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

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함으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

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0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였고, 조사대상은 거리·시설·쪽방에서 생활하는 이들로 제한하여 노숙

인 등의 규모를 11,340명으로 발표하였다.18)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가구가 393,792가구

로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보면 노숙인을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정의하여 조사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18) 이태진 외, 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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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한 주거지원 정책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2007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노숙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침

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용 임대주택은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범위로 정해져 있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약 4,500호~6,700호 가량 공급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595호~1,070호에 불과했다(표 6). 물량이 부

족하다 보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물량 부족을 이유로 주민센

터에 입주 신청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단위: 호)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분
기존주택 
매입·전세 

총량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물량

기존주택 
매입·전세 

총량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물량

기존주택 
매입·전세 

총량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물량

기존주택 
매입·전세 

총량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물량

기존주택 
매입·전세 

총량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물량

계 29,725 595 30,135 610 44,731 989 45,122 1,070 22,284 586

자료: 국토교통부, 2017,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표 6.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중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급 비중(2013~2017년 7월)

(2) 쪽방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지원

2016년 10월 기준 전국 6,192명, 서울 3,577명이 쪽방에 거주하고 있다.19) 쪽

방은 홈리스의 주거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철거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역 인근이 상업화되면서, 쪽방이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

스로 용도변경되는 일이 잦다. 건물주들이 쪽방보다 나은 수익성을 쫓기 때문이다. 

이들은 쪽방의 재고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해당 거처에 살던 주민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쫓으며 순식간에 무권리 상태로 만든다. 

쪽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전국의 10개 밀집지역에 쪽방상담소를 설치하여 상

19) 이태진 외, 2017,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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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

시가 쪽방을 5년 간 임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 후 홈리스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5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지자체가 투여한 주거개선비용이 소모

된다는 한계가 있다.

3) 홈리스에 대한 강제퇴거와 형벌화

2011년 7월 20일, 한국철도공사(KORAIL)는 서울역 맞이방 내 ‘노숙인’을 강제

퇴거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8월 22일부터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로 명칭을 순화

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숙인에 대한 민원제기가 급증해 이러한 조치

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치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노숙인으로 보이는 이

들에 대한 퇴거조치는 특수경비용역에 의해 시간을 불문하고 이뤄지고 있다. 2011년 

홈리스 실태조사에서, 해당 조치로 홈리스들은 서울역 이용이 어려워진 데 따른 생활

의 불편뿐만 아니라 억울함, 막막함, 노숙인에 대한 시선 악화 우려, 타 철도역에서의 

확대 시행의 두려움 등을 호소했다.20)

이와 같은 홈리스에 대한 형벌적 조치는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

경찰청은 공원안전 일제조사를 통해 공원 내 홈리스의 존재를 불안요인으로 분류하

여, 홈리스가 있는 공원에 Red 등급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2017년 「서울특별시 서울

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눕는 행위, 노숙행위 및 구걸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 행위에 포함시키려다 인권단체들의 항의로 무산

됐다.

20) 김선미 외, 2011,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 : 서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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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결론 및 권고

1) 홈리스 개념 도입과 그에 따른 실태 파악

한국 정부는 UN사회권규약 비준 이후 네 차례 진행된 심의에서 모두 홈리스 문

제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받았다. 특히 홈리스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없는 것이 지적

되었고(1차 최종견해), “성별, 연령, 농촌/도시 인구로 분류된 당사국내 홈리스의 범

위”에 관한 자료를 요구(3차 최종견해)받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노숙인 등”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폐기하고, 홈리스의 개념과 범위를 확정한 후 이를 토대로 홈리스의 

규모와 실태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홈리스에 대한 주거정책 강화, 쪽방을 공공주택으로 활용

제4차 UN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한국의 주거정책을 우려하며, 홈리스 개

인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추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에 대한 키토 선언은 슬럼가 및 비공식 거주지를 개선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더

불어, 쪽방의 철거와 용도변경을 막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홈리스의 주거자원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 중단

키토 선언은 홈리스들이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홈

리스에 대한 형벌화의 중단을 밝히고 있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UN특별보고관’ 역시 

빈곤의 형벌화에 대한 보고서(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2001.8.4.)를 

통해, 공간의 정상적 활동들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 

조치가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대표’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홈리스를 공공역사, 공원 등 공공재 이용으로부터 배제하는 조치들은 신속히 중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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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ㅣ 이주민의 주거권

1_문제 제기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

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특히 해비타트 III 정부 보고서21)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하는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매우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에 대응할 수 있

는 정책 수단은 부족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주노

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2_현황과 문제

1) 이주민의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180,498명

으로 전체 인구 대비 4.21%이다(표 7).22) 이 중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비율

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72.6%에 육박한다. 그 중에서 단순기능인력으로 분류되는 비

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지닌 이주노동자는 534,076

명이며, 그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8).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체류외국인 1,445,103 1,797,618 2,049,441 2,180,498

인구 50,948,272 51,327,916 51,696,216 51,778,544

인구대비 
체류외국인비율

2.84 3.50 3.96 4.21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말 기준
주: 2017년 통계는 통계월보와 통계청 자료를 통해 산출함

표 7.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21) 도시, 인간정주에 관한 국가보고서 2014.
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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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체류 
자격

계
재외 동포

(F-4)
비전문취업

(E-9)
방문 취업

(H-2)
영주
(F-5)

유학
(D-2)

기타

인원 2,180,498 415,121 279,127 238,880 136,334 86,875 1,024,161

비율 100.0 19.0 12.8 11.0 6.3 4.0 47.0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2017년 12월 통계월보

표 8.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ㄲㄲ

2)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1)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소 기준 및 관리감독 부재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이 격오지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

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상에는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거주해야하는 기숙사의 필수적인 설비

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관리감독 의무를 지우는 규정도 없다. 사업자에 대한 고

용허가의 요건 또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에도 주거 조건이나 

기숙사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다.23)

이처럼 제도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

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24)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 전원이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

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

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그림 5). 

특히 이주 여성 농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25)에 따르면, 고용주가 제

23)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주거 및 숙식제공 위반을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8-110호).보도자료).

24) 이병렬 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국가인권위원회.
25) 소라미·김정혜·김지혜·류경혜·허오영숙·문유진,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

용역.



- 41 -

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응답자 중 56.1%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건물에

서 생활하고 있고, 12.4%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그림 5.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의 숙소 문제

비가 새서 양철판 벽체가 항상 젖어 있고, 전기가 누전되어 벽에 몸이 닿을 때마다 감전되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 한겨울에도 바닥 난방이 불가능하다.

(2) 과도한 숙박비 공제

이주노동자의 초과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숙식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26)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숙식비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숙소 설비나 

환경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채로, 숙소의 질과 무관하게 통상임금만을 근거로 숙식비

의 상한을 정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실정법 위반을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조장하

는 처사에 해당한다. 숙식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사전 공제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

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 시간당 임금 지급액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숙식비 징수는 최

저임금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 일례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장 한켠에 딸린 가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숙식비 지침’ 이후

부터 사업주가 월급의 13%를 숙식비로 공제하기 시작하였다.

26) 이병렬·김기돈·김사강·김소령·김이찬·윤지영·이한숙·박정형. 2013.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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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 이주민

(1) 주거취약 이주민에 대한 정책 지원의 부재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가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거복지제도에서 외국인이 배제되어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역

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매우 좁은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공공임대주택

의 신청자격을 지닌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

민등록에 표기가 가능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을 제외한 외국인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

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고 헤어

진 후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민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다. 

(2) 난민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충족해

야만 부여되는데 이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한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는 난민인정

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신청권조차 없으며, 주거급여 외에 가용한 주거복지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6개월 안에 출입국지원센터 입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83명의 정원 중 매해 30명 이상 재정착 난민을 입주시키기 때문에, 난민신청

자 중 극소수를 제외하면 출입국지원센터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없다.27)

27) 2016년 7,542명의 난민신청자 중 114명이 출입국지원센터에 입소 하였으나 그 중 34명은 재정착난민으로 결국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난민신청자 중, 0.1%의 인원에게만 출입국지원센터를 통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졌다(법무부 난민과 2016년 
난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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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체류자에게는 주거 지원을 포함한 사회보장 지원이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매해 난민인정자의 약 2배가 되는 인원에 대해 인도적체류 지

위를 부여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없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주민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홈리스 이주민

보건복지부는 홈리스 지원의 근거가 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주민은 외국인등록이 되

어 있거나 심지어 영주권자이더라도 노숙인시설 입소가 거부되는 등, 노숙인 주거 지

원 단계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심지어 법무부는 국격 제고라는 미명하에 노숙인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외국인은 법 위반 사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체류허가를 취소하

고 출국명령을 한다는 입장이다.28)  

(4) 통계의 부재

국가 차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민인

정자, 이주노동자 등 이주민의 주거 환경이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이주민이 포함

되어야 하며, 적어도 주거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비주택) 실태조사’의 표본에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3_결론 및 권고

한국 정부는 ‘UN 사회권위원회의 권고(2017)’29) 및 ‘UN 인종차별특별보고관

의 권고(2015)’30)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사회보장 권리가 확실히 보호되고 존중되

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이주노동자의 기

28) 2017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p.312.
29) 2017.10. UN 사회권 위원회 권고(E/C.12/KOR/CO/4) para 37. 
30) 2015.4. UN 인종파별 특별보고관 권고(A/HRC/29/46/Add.1) para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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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 적절한 제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UN사회권위원회의 권고(2017)31)에 따라 적절한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규약의 권리가 국적에 따라 차별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민이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거실

태조사에 이주민을 포함시켜야 하며,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주민 주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UN사회권위원회의 권고(2017)32)에 따라 홈리스 등 주거 위기에 

놓인 이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시행하고, 관리체계 정책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31) 2017.10. UN 사회권 위원회 권고(E/C.12/KOR/CO/4)  para 26. 
32) 2017.10. UN 사회권 위원회 권고(E/C.12/KOR/CO/4)  para 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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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ㅣ 청년, 여성,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의 주거권

1_청년의 주거권

1) 문제 제기

청년층의 주거불안은 최근 한국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저성장 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

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

료는 소득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다. 

낮은 임금으로 자산을 축적할 여력이 없어, 주거문제를 겪는 청년층에 대한 정부

의 지원은 그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기숙사나 임대주택도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청년층은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

대주택에 주로 거주하게 되는데, 대학가나 원룸촌 등 청년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임대료는 급격히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임대시장에서는 월세의 수 십

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증금이 없는 청년들이 거주하

는 열악한 환경의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대한 임대료와 주거환경에 대한 규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입자이면서, 생애 처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청년들은 임대인에 

비해 낮은 지위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기간 중 수선문제로 임대인과 다양한 갈등관계를 겪게 된다.

2) 현황과 문제

한국은 세대별로 주택 점유형태의 편차가 크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연애,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서 청년기 

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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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에서 청년들이 겪는 주거문제는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

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

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결국 최근 청년 주거문제는 특정 연령집단

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 주거 문제는 청년 가구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지역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화되어 나타난다. 

2_비혼33) 여성 1인가구의 주거권

1) 문제 제기

비혼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34)는  주거 정책의 수립에 있어 주요한 변화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 중

심의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는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시에,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하

지만, 안전을 고려해 높은 주거비를 감수하는 상황이다.35)

2) 현황과 문제

(1) 1인가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공공임대정책

1990년 100만 명에 불과했던 1인가구는 2015년 기준 520만 명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는 1990년 25만 명에서 2000년 50만 명, 2015년 112

33) 본문에서는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 혹은 이혼, 사별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34)  통계청의 2015 인구총주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2010년에는 2인 가구 24.6%, 2015년에는 1인가구 27.2%로 

2010년 이후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35)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20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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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으로 전국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서울시 1인가구의 

46.8%가 청년 1인가구이다(표 9). 이와 같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1인가구의 비

중이 매우 높아진 현상은 청년 세대의 결혼‧가족관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36) 가점이 인정되는 항목에 무

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있다. 이 때문에 1인가구는 가

족 수에 따른 가점을 받지 못해 후순위로 밀리며, 신청 가능한 주거전용면적도 한정

되어 있다. 

(단위: 가구) 

구분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1990년 257,382 77,230 59,890 38,321 23,350 20,327 -

2000년 502,245 154,237 107,913 97,127 60,207 62,742 42,532

2010년 854,606 290,902 192,472 190,882 122,506 134,938 77,421

2015년 1,115,744 361,749 239,517 243,678 163,577 169,391 103,551

자료: 통계청, 1990-2015, 인구총주택조사

표 9. 6개 광역시 1인가구 현황(1990~2015)

(2) 비혼 여성 1인가구의 불안정한 경제력과 높은 주거비

서울시 1인가구 중 여성 인구의 비중은 51.2%(57만 가구)다. 남성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1.8만원, 여성 1인가구는 212.3만원이다.37) 여성의 소득이 상대적

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높은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 비율은 더 높다.38) 이

는 주거지 선택 시 치안 및 안정성을 고려하는 남성 1인가구는 1.8%였으나, 여성 1인

가구는 10.9%로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3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37)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2017.
38)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낫고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비중이 남성 1인가구보다 4%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가격이 낮은 원룸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비중이 남성 1인 가구보다 13%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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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아동의 주거빈곤

1) 문제 제기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아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며, 빈곤이 

심할수록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에는 채광, 환기, 습기, 곰팡이, 해충 등이 있으며 잠자리 등 필수적인 주거공간마저 

부족한 문제도 있다. 또한 아동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집에서의 

낙상, 추락, 화재 등의 위험이 크다. 

2) 현황과 문제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는 아동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 

대상의 범위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인구택총조사 20% 표본을 통해 아동주

거빈곤 가구를 산출한 결과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57만 가구, 

79만 명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살고 있다(표 10).39) 거주 환경

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아동을 포함하면 94만 명(9.7%)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40) 서울은 주거빈곤 아동수(23만 명)와 주거빈곤 아동 가구수(15만 가구)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39)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가구원수에 따른 방의 개수와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부엌)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40) 가구 기준으로는 57만 가구(9.4%)임. 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오피스텔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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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가구, %)　

구분
아동수 가구

전국 서울 경기 전국 서울 경기

주
택

최저주거기준미달　
789,121

(8.1)
189,174

(11.5)
189,862

(7.4)
468,351

(7.7)
118,141

(11.0)
110,927

(7.0)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지하옥탑

857,499
(8.8)

225,544
(13.7)

211,027
(8.3)

515,509
(8.5)

143,780
(13.4)

125,158
(7.9)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86,605

(0.9)
8,295
(0.5)

18,592
(0.7)

55,664
(0.9)

6,237
(0.6)

12,043
(0.8)

주거빈곤
944,104

(9.7)
233,839

(14.2)
229,619

(8.9)
571,173

(9.4)
150,017

(14.0)
137,201

(8.6)

전체
9,777,864

(100.0)
1,643,558

(100.0)
2,556,513

(100.0)
6,083,089

(100.0)
1,070,750

(100.0)
1,591,641

(100.0)

자료: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표 10. 전국․서울․경기도의 아동 주거빈곤 현황(2015년)

이들은 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인과 정

부는 가난한 아동이 주로 거주하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방치하고 있다. 불법적으

로 구조를 변경한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창문이나 베란다 등의 안전성이 

취약하고, 주택간 간격이 좁아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탈출하거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전기시설이 열악한 집에서는 화재가 쉽게 발생하며 저

지대, 지하층은 수재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취약계층 주

거지원사업에 저소득 아동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

두기 위해서는 당국의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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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지역사회 주거권

1) 문제 제기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

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2) 현황과 문제

한국 사회는 장애인에게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

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41)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

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8천명42)에 이른다. 이는 한국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

거해 실시하는 장애인 정책의 결과다. 한국 정부는 거주시설에 유입된 장애인에게 적

극적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은 소수의 장애인만 

시설을 벗어난다. 한국의 탈시설 정책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몇 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며, 그 대상도 제한적이다.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살아갈 권리가 차등적으로 존중받는 상황을 야기한다.

또한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시설 거주인은 시설 밖 지역사회가 폭력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로

부터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

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6회에 걸쳐 우수시설로 선정된 거주 시설에서 직원에 의한 심각한 시설 내 폭력 

피해가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2018년 2월 26일 현재까지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

41) 2016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2017).
42) 2015년 기준, 2016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국립정신건강센터(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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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 절차나, 적극적 탈시설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 가구 대상의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임대주택, 주택 개조 

융자 등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하지만 장애인 가구는 해당 프로그램의 대

부분을 10% 내외의 비율로 인지하는데 그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는 장애인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깨닫지 못했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은 예산의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5_성소수자의 주거권

1) 문제 제기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차별, 폭력, 일상 생활에서의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다.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 법률, 관행은 성소수자들이 주거권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누리기 어렵게 만든다.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는 “...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실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b) 사회보

장, 재생산 건강, 주택과 관련된 차별적이거나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 법적 및 규제 

조항들을 개정할 것”43)이라고 권고하였다.

2) 현황과 문제

(1) 동성 커플

정부는 동성 커플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와 공적 인정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공 임대 주택 공급에 있어서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은 주택에 있어서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43)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19 October 2017, E/C.12/KOR/C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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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수술을 포함하는 등의 침습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많은 트

랜스젠더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상에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해당하는 성별표시

로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신원을 의심할 것이므로 트랜스젠더가 

주거를 임차하는 것에 큰 장벽이 된다. 일부 임대인들은 트랜스젠더에게 주택을 임대

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3) 쉼터

많은 트랜스젠더 및 젠더비순응적 청소년들은 가정 폭력에 직면해 있고 때로는 

거주할 쉼터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쉼터는 성별 분리 공간이며 일부 트랜스젠

더 청소년들을 입소하기 꺼려하기도 한다.

6_결론 및 권고

한국 정부는 변화하는 가족구성 형태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UN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의 성별 영

향 통계를 구축하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임대인 간의 분쟁 및 프라이버

시권 침해에 관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아동주거빈곤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주거빈곤 가구가 접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은 매우 제한

적이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

원사업의 정책대상에 아동주거빈곤 가구를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아동주거빈곤 가구

만이 그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해당 프로그램의 공급량을 대대

적으로 늘려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08년 비준한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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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주거 지원서비

스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

는 장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높이는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비혼 이성 동거 커플에 부여된 주거 관련 혜택이 동성 동거 커플에

게도 동등하게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신분증의 성별에 관계없이 트랜스

젠더가 주거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모든 피난처가 성

소수자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종사자들

이 잘 훈련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 54 -

10ㅣ 비공식 주거 / 비공식거주지(informal settlement)

1_문제 제기

한국에는 주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많은 수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비

공식 주거가 있다. 이러한 비공식 주거에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

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

화방, 다방 등) 등이 있다. 

비공식 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으로,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

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비공식 주거 거주민을 주거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했어

야하지만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

2_현황과 문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거주공간으로 적합한)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공식 주거(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07년 비공식 주거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도입했으

나, 수십만에 이르는 비공식 주거 거주 가구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

했으며, 당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갖추어지지 못하여,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된 2017년 기준으로 이 제도의 누적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6,000여 가

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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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잣집·비닐하우스촌

비공식 주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판잣집·비닐하우스촌은 1980년대 이

후 도시환경정비 등을 이유로 철거된 개발지역의 도시빈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면

서 형성된 곳이 많다. 판잣집·비닐하우스는 농지・공원 또는 나대지에 비닐이나 판자

로 기본적인 골격만을 갖춘 열악한 형태의 거처이며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가 

많아 ‘빈곤가족의 마지막 잠자리’라고도 불린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

국적으로 11,409가구이며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 거처는 주택으로 등

재되지 못하기에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퇴거의 위험이 존재하며 주거지로서의 기반시

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아 홍수나 재난 등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거처의 주요 

재질이 인화성이 높은 비닐, 판자, 부직포 등이며,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고 전기시설

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해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실제 서울의 최대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의 경우 최근 8년간 10차례의 화재가 있었고 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그림 6).

그림 6. 구룡마을

2)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빈곤한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비공식 주거로는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이 있으며 대부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좁은 방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 화장

실, 욕실, 취사시설 등 기본적인 주거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갖추어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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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안전문제에도 취약한 반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이

나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내고 있어서 점유의 안정성도 낮다.

쪽방은 주로 철도역을 중심으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개발사업

으로 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공공역사 주변의 상업화로 인한 강제퇴거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여관・여인숙, 고시원은 임시 숙박업소이지만, 빈곤층 밀집지역의 숙박업소는 

빈곤가구의 장기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학가 주변의 고시원은 빈곤한 청년들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시원은 주거공간이 극

단적으로 좁은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이 눕기도 좁고, 창문이 없어 햇볕초자 들어오

지 않는 고시원은 ‘관’과도 같은 열악한 곳도 있다.

3_결론 및 권고

한국 정부는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비공식 주거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 특히 비공식 주거 거주지에 대한 개발 및 상업화로 

인한 퇴거의 상황은 거주민의 특성상 거리 노숙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는 점에서, 

퇴거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비공식 주거 거주민에 대

한 주거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실태파악을 

위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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