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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a growing tendency within decaying cities to analyze spatial characteristics to initiate various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s and support systems to make high-quality and small-medium sized urban housing for the urban poor.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ions in Korea are looking for new guidance into making social housing regeneration systems and

design direction.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support systems and legal programs for the urban po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ill be to analyze the support systems of Japan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residential blocks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developed the urban poor housing policy for housing blocks. And they are establishing

support system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resettlement of existing residents. This study will

investigate and analyze : 1)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urban housing blocks and th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 in

Japan. 2) support systems and policies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3) derive the best practices from the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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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장기 불황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 등, 일본 사회의 불안정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주거 빈곤자 및 주거

시설에 배려가 필요한 노약자 등을 위한 주 환경 정비

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육아 세대 등에 있어

서는 양호한 거주환경을 갖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1. 일본의 총인구와 고령화율 추이
(자료: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이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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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사업(여성과학자)

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명 : 저층주거지 재

생을 위한 지원정책 및 계획방향)

일본의 주택 건설은 이미 세대 수를 초과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이미 지어진 주택의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1980년 공영주택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고

령자 및 신체 장애인, 생활 보호자 등의 공공 임대 주택

의 단신 입주를 허용하는 등 입주자격을 확대하였으며,

1996년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직접 건설 및 민간 주택의

매입・임대 방식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진행되었다.

한편 1993년에는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호한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우량 임대

주택법’을 제정하였다. 2001년에는 고령자 거주법을 제정,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 주택과 입주 거부를 하지 않는

주택의 등록제도 등 고령자의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책도 마련하였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주택 및 주 환경

에 있어서의 안전망(Safety net)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공적 임대주택(公的

賃貸住宅)’의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적용 사례를 통해 특

징을 도출하는데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저소득층 및 고

령자 등 사회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제도가 변화하고

있는1) 측면에서 볼 때, 향후 국내 공공지원의 임대주택제

도를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3.8.19.)개정,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

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8) 시행 등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

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 등 국내 제도가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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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전국 총 주택 수 및 총 세대수의 추이(1963~2003)
(출처: 일본 총무성 총무국 자료, 2008)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주택정책 및 사회적 변화에 따

른 사회약자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의 변화와 특징, 역할

을 먼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임대주택

지원제도 등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내

관련 문헌자료와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가 활용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이메일 및 현지 공공기관의

보고서 등 자료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회약자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 제도는 첫째, 공영주택

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택에 곤

궁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월세로 빌려주는 ‘임대

주택제도’ 둘째, 저소득자, 장애인, 육아 세대, 고령자 세

대 중 주택의 확보에 있어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교부금을 받아

실시하는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셋째, ‘도시재생기구

(UR)에 의한 임대주택제도’, 끝으로 2013년 4월부로 실시

된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제도’이다.

2. 사회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필요성

2.1 일본의 주택정책의 변화

일본의 경우 1960년대까지 주택 건설은 곧 경제 성장

의 원동력으로서 받아들여졌다. 자가 주택 정책(持ち家政

策) 등 정부 정책 및 금융 지원 등이 일반 대중, 중산층

의 자가 주택의 소유를 목표로 실행된 측면이 있다2).

1951년 발표된 공영주택제도에서도 '국민 및 지방 공

공 단체가 협력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주택을 건설하며, 이를 주택에 곤궁한

저액소득자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집세를 책정하

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

'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 1950년에 설립된 주택금융공

고(현 주택금융지원기구)의 경우에도 '국민 대중이 건강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부족함이 없

는 주택의 건설 혹은 구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은행

그 외 일반 금융 기관이 융통하기 어려운 자를 위하여

융통해주기 위하여‘ 로 그 설립 목표를 밝히고 있다4).

그러나 1973년 실시된 주택・토지 통계 조사에서 주택

수가 세대 수를 상회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주택 건설에

대한 요청 및 실제 주택 건설 수도 감소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빈 집

이 13.1%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며, 고령

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고령자를 위한 시설이 갖춰진 주

택의 부족 등도 지적되고 있다5). 이러한 배경에서 빈 집

및 민간 주택의 활용, 그리고 기존 스톡을 이용하여 중산

층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질 높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일이 현재의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 窪田亜矢(2009), 路上生活者支援と住宅施策におけるハウジング・
ファーストの導入に向けて

3) 공영주택법 제 1조

4) 주택금융공고법 제 1조

5) 국토교통성(2008), 住宅ストック、住宅セーフティネットの現状

따라서 1996년 개정된 공영주택법에서는 민간 주택을

구입하여 공영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6년 제정된 주생활기본법에서는 주택의 안전성, 내구

성, 쾌적성,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등 자체 질은 물론 주

민 공동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시설 정비, 고령자용 임대

주택과 가정용 임대주택의 공급의 촉진 등 양호한 주거

환경 등 주거 서비스 측면을 시책 목표로 하고 있다.

2.2 사회약자를 위한 주택관련 제도변화

일본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약자”의 정의는 고령자, 장

애를 가진 자, 외국인, 육아 세대와 편부모 세대 또는 가

정 폭력 피해자, 홈리스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기준 전체 세대에

서 고령자를 포함한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7.9%’로

높아지면서 노인을 위한 시책이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6).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수입에 대한 다양한 주택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지원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제도를 갖추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국가사업에 보조적 지원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는 고령자와 장

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 외국인, 육아 세

대&편부모 세대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 홈리스 등에 대

한 지원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다.

최근의 정책 목표 및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2011년

발표한 주생활 기본계획(住生活基本計画)7)에서, 향후 5년

간의 주택 정책에 있어 주택 확보에 특별히 배려가 필요

한 자의 거주 안정의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

혔으며, 그에 따른 세부 목표로서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 촉진, 고령자, 장애자 등 지역의 복지

거점 등을 구축하기 위한 생활 지원 시설 설치 촉진, 저

소득자 등에 대한 공평하고 정확한 공영 주택의 공급, 각

종 공적 임대 주택의 일체적 운용이나 유연한 활용의 추

6) 국토교통성(2005), 사회자본정비 심의회 주택 택지 분과회 기본

제도부회 공적 임대 주택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소위원회 의사록

7) 일본은 2006년 시행한 주생활기본법에 의거, 10년 단위로 주생활 기본계

획을 계획할 것을 정하고 있다. 첫번째 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설

정되었으나, 이 계획에 있어서는 향후의 사회경제적 정세 변화 및 시책 효

과의 평가를 고려하여 대략 5년 후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2011년

부터 2020년까지의 10년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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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실적

공영

주택

주택에 곤궁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저

렴한 집세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

약 217만호

(2010)

도시
재생

기구
임대
주택

대도시 지역의 주택 시가지 정비와 병
행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한 충분한 공

급이 곤란한 가족형 임대 주택 등을 중
심으로, 직주 근접형의 양질의 임대 주
택을 공급

약 76만호
(2010)

공사

임대
주택

지역의 임대 주택의 수요 현황에 따라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

약18만호
(2010)

지역
우량
임대

주택

민간 토지 사업자에 대하여 정비 비용
및 집세 감액을 위한 조성을 실시하여
고령자세대, 육아 세대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

약18.6만호
(2010)

표1. 공적 임대 주택 등의 취지 및 실적(자료: 2012년 국토교통백서)

그림3. 지역우량 임대주택제도로의 통합 (직접 작성)

임
대
주
택

공
통

- 등록 규정에 근거한 임대주택 관리업자 등록시행
: 2,767업자(2012)
- 주택에 곤궁한 저소득자등에 대해, 저렴한 월세로
공영주택의 공급촉진: 관리호수 약217만 호(2011)
- 이직퇴거자의 거주안정확보를 위한 공적임대주택
활용: 입거 결정 호수 3,879호(2012)
- 지역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등
정비,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지역주택협의회 조직
- 대규모 재건축시, 사회복지시설의 병설·합축, 정비
부지에 유치촉진:병설시설수 3,956시설(2,195단지)

UR

- 임대주택공급 등의 시행: 신규 임대주택 공급호수
1,245호, 리뉴얼에 따른 개량 2,937호(2012)

- UR의 민간공급 지원형 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여,
기구가 정비한 부지를 민간사업자에 임대, 양질의
패밀리형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 촉진

사회
약자
-고령자
-육아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주거전환 지원제도시행
: 계약완료건수 387건(2012)
- 서비스포함고령자를 위한 주택입거일시금에 따른
민간금융기관이 실행하는 리버스모기지형 융자에
대한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주택융자보험제도 시행
- 서비스포함고령자를 위한 임대 주택의 공급 촉진
과 함께, 주택등록, 공개시행: 등록호수 109,239호
- 우량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 정비호수 약18만 호
(2011)_고령자세대, 장해자 세대, 육아 세대 등
- 전용의 선도적 주거지만들기·마을만들기에 관한
대응 등을 지원 : 선정사업 : 8건(2012)
-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 주택 등의 배리어프리화
에 관한 지도, 공동 주택의 건축 등 및 유지・보
전 계획 인정 등을 실시: 인정 건수 130건(2011)
- 배리어프리 설계 구상(考え方) 및 기준적용 방법
등을 소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고령자, 장애자
등의 원활한 이동 등에 배려한 건축설계표준"개정
- 고령자 등의 생활특성을 배려한 배리어프리화 된
공영주택 등과 생활 원조원에 의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실행하는 실버 하우징·프로
젝트촉진: 누적 관리 개시 호수 882단지(23,679호)

빈 집
- 불량주택, 빈 집 제거 :지방공공단체 등 시책지원
- 빈 집 리폼에 대한 보조시행: 교부 결정 실적
약 1.2만호(육아 세대나 고령자 세대 등에 임대)

보조금

- 주택확보 : 배려자의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입주
촉진 도모를 위해 지방공공단체나 관련사업자 거
주지원단체 등이 연계하여 조직하는 “거주 지원
협의회“를 지원 : 보조금 교부 건수(13단체)
- 사회 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 등에 의해 공영주택
신축·개축·개수 시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을 촉진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화를 지원

출처 : 국토교통성 住生活の安定の確保及び向上の促進に 関する
施策の実施状況(平成２４年度), 2013.8,을 수정 정리, 국토교통성
시책을 중심으로 서술(후생성 협력제도의 경우에만 포함)

표2.주생활의 안정 확보 및 향상 촉진을 위한 시책 주요 실행 현황

진, 고령자를 위한 임대 주택 공급, 공공 주택과 복지 시

설의 일체적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 스톡의 활용에 대한 과제와 공공에 의한 공급량

의 한계, 그리고 제도의 유효한 활용을 위하여, 이전까지

특별 우량 임대 주택, 특별 공공 임대 주택, 고령자를 위

한 임대 주택 등 주택 배려가 필요한 자에 대한 민간 사

업자의 다양한 임대 주택 사업 지원 제도를 “지역 우량

임대 주택제도”로 통합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또는 국가가 지방 공공단

체에게 교부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체계

를 구축하였다.

한편 지역 우량 임대주택 제도의 실시에 있어서는 주

택의 정비 비용 뿐만이 아니라, 설정된 집세의 일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집세 저렴화 조성)을 실시하여, 주택

확보가 필요한 세대의 주거 안정도 도모하고 있다.

2.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제도 기본방향

주생활 기본계획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

제도의 방향은, "주택 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자의

거주 안정의 확보"(주생활 기본 계획(2006년 6월 시행))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8) 해당 계획에 있어 그 대상은

‘시장에서는 자력으로 적절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

한 자’로서, 고령자, 장해자, 육아 세대 등이다. 목표 달성

을 위해서는, 주생활 기본 계획에서 첫째, 공영 주택 등의

8) 국토교통성, 주생활기본계획 (주생활 기본계획의 목적) 시장에서

자력으로는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저소득자 등에 대

해 공평하고 정확하게 공영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민 소득

과 주택 시장의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공영 주택의 월세 제도 등에

대해 적절하게 재검토를 하는 시책 추진을 도모한다,

적절한 공급, 둘째, 민간 임대 주택의 원활한 입주를 촉진

하는 거주 지원 협의회에의 지원 강화로 구분하여 발전

하였다. 이 계획을 위해 주택 곤궁자의 거주 안정을 위한

검증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면적수준 미만율9)(3인:40m²,

4인:50m²)을 채택하고 있으며, 목표치는 2003년의 4.3%에

서 조기 해소를 제시하고 있다10).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제도의 기본적 방식은, 직접

공급과 간접 공급으로 나뉠 수 있다.

직접 공급은 정부 및 지자체가, 간접 공급은 민간을 활

용하여 집세 등의 보조나 세제를 통한 인센티브 등의 방

9)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건강하며 문화적인 주생활을 기본으로 하

여 필요 불가결한 주택의 면적에 관한 수준이다. 계산식은 단신자의

경우 25m², 2인 이상의 세대의 경우 10m²*세대인수+10m² 이다.

10) 국토교통성, 주생활 기본계획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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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제도

근거
법률

공영주택법
(법률 193호)

제정 1951년

목적

주택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소득이 적은
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월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저소득자: 원칙적으로 국민 수입 분위 25%이하
(4인 세대 기준 연간수입 510만 엔 이하)

대상
원칙적으로는 60세 이상의 사람. 심신에 장해를 가진
사람, 생활보호수급자, 가정 폭력 피해자 등에 한정

공급
방식

1. 직접건설방식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건설, 공급)

2. 매입 방식 (지방공공단체가 매입하여 공급)
3. 차입 방식 (지방공공단체가 차입하여 공급)

입주자
자격

수입
요건

1. (원칙 계층)

수입 분위 25%이하
2. (재량 계층)
수입 분위 25∼40%11)

동거
친족

요건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을

필요로 함

월세

산정

기준 능력과 수입에 따른 집세 설정

산정

공식

집세 산정 기초액 X 시정촌 입지계수X 규
모계수 X 경과년수 계수 X 편리성 계수12)

(근처 동종의 맨션의 집세를 상한으로 함)

재정
지원

조치

건설비

보조

건설, 매수: 전체 공사비의 1/2 보조

임대: 공용부분공사비의 1/3 보조

집세대
책보조

근처 동종 맨션의 집세와 입주자 부담 기초
액 차이의 1/2를 보조

출처 : 국토교통성 주택국(2005), 公的賃貸住宅のあり方に関する

基本的方向についての論点整理－参考資料－,p.2

표3. 공영주택제도 (국토교통성)

식이 해당된다. 공공이 보유한 공적 주택 스톡의 노후,

주환경 악화와 민간 주택의 공실율이 증가하는 등의 과

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집세 보조, 세제 등에 의한

인센티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간과의 교류 및 활용

에 대한 제안 및 정책적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3. 일본의 공적 임대주택(公的賃貸住宅)

일본의 주택정책 기본방향에 따라 주택 제도의 구분은

주택의 곤궁한 저액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공영주택제

도’, 공영주택 제도를 보완하며, 보다 다양하게 입거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공적임대주택(公的賃貸住宅)제도’, 그리

고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육아 세대 등 주택 약자의 입

주를 가능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제도’, ‘그 외의 민간 임

대 주택’ 등으로 되어 있으며, 중층적・유연성을 가진 주

택 세이프티 넷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다시 공영주택 제도, 그 외 지자체 및 기구의 공

적 임대 주택제도, 민간과의 연계 및 민간 주택스톡의 활

용을 촉진하는 제도 등의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이용 주택 형태로는 ‘공영주택’, ‘지역우량임대주택’,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 주택’ 및 ‘공사 및 기구

(UR)의 임대 주택’ 등이 있으며, 3장에서는 이러한 공적

임대주택 및 관련 제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공영주택제도

공영주택은 일본 헌법 제25조의 생존권 보장의 취지를

모토로, 공영주택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협력

하여 주택에 곤궁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월세로

빌려주는 주택이다. 전국적으로 공영주택의 총 호수는 약

217만호(2010 기준)로 추산13)되고 있으며, 시행 지자체에

따라 도영주택, 시영주택, 현영주택 등으로 불린다.

제도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입 분위의 25% 이하,

또는 고령자 등 특정 대상(재량계층) 으로서 수입 분위가

25~40%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을

필요로 하나 노인과 신체장애자로서 정령으로 정해진 자

의 경우 단신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1) 4인세대 연간수입 기준으로 25%는 510만 엔, 40%는 610만 엔으로 계산

수입 분위 입주자세대의 수입(월액) 월세산정기초액

Ⅰ 0-10% 123,000엔 이하 37,100엔
Ⅱ 10-15% 123,000엔 이상 153,000엔 이하 45,000엔
Ⅲ 15-20% 153,000엔 이상 178,000엔 이하 53,200엔
Ⅳ 20-25% 178,000엔 이상 200,000엔 이하 61,400엔
Ⅴ 25-32.5% 200,000엔 이상 238,000엔 이하 70,900엔
Ⅵ 32.5-40% 238,000엔 이상 268,000엔 이하 81,400엔
Ⅶ 40%-50% 268,000엔 이상 322,000엔 이하 94,100엔
Ⅷ 50%- 322,000엔 이상 107,700엔

12) •월세 계산 기초액(Ⅰ∼Ⅳ는 보통입주자. Ⅴ∼Ⅷ는 수입 초과자)

• 시읍면 입지 계수 : 공시 가격이나 토지의 가격 등을 감안,

0.7∼1.6 이내로 시읍면마다 정하는 수치(국토부 대신이 결정)

•규모계수: 해당 공영 주택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70㎡으로 나눈 수치

•경과년수계수 : 공영 주택 구조별로 건설 시부터의 경과년수에 따라

1 이하로 국토 교통대신이 정하는 수치

•편리성 계수 : 사업주체가 공영 주택이 가지는 편리성의 요소가 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정하는 수치

13) 총무성 자치재정국 재무조사과(2006), 公共施設状況調 p.7

공영 주택 제도의 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주택 건설비 및 민간 주

택 차입의 일부(약 45%) 또는 공용 부분 공사비의 1/3,

그리고 월세 감면액의 차액의 1/2의 보조 등의 재정적 지

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머지 월세 차액의 1/2

의 조성과 공영 주택 건설 및 민간 주택의 차입, 거주자

의 신청 및 확정 관리 등을 담당 한다14).

3.2 지역 우량 임대주택제도

지역 우량 임대주택제도는 저소득자, 장해자, 육아 세

대, 고령자 세대 중 주택의 확보에 있어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교

부금을 받아 실시하는 주택제도를 뜻한다.

각 대상에 있어 기존의 공공 위주의 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에서, 교부금 및 사업비 보조를 통하여 민

간의 사업 실시를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의 사업비의 약 45%를 사회자본

정비종합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지원하며, 지방공공단체는

직접 주택을 건설, 공급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특정 우량

임대 주택의 건설, 개량, 수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민간에 의한 정비의 경우 개량, 매수, 전용 지원은 각 주

택 1호 이상, 신축의 경우 각 5호 이상의 주택에 지원을

실시한다. 주택의 규모 및 구조 기준의 경우 원칙적으로

25㎡15), 내화구조, 준 내화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부엌, 수

14) 국토교통성 주택국, 公営住宅制度の概要について

15) 거실, 식당 등 공공으로 이용할 경우는 18㎡ 이상,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계획에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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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량 임대주택 제도

근거

법률

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993년

목적

저소득자, 고령자, 장해자, 육아 세대 등의 주택 확보를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 공공 단체가 부담하는 주택의
정비 비용, 집세 저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

관리
기준

수입 분위 80% 이하(소득 487,000엔 이하)의
고령자세대, 장해자등 세대, 육아 세대, 그
외 지방 공공단체가 지역 주택 계획에 의하

여 인정하는 세대

집세
보조

- 다음의 경우 소득이 214.000엔 이하여야함
고령자 세대, 장해자등 세대, 동거자가 초등
학교 수료 전의 자가 있는 세대, ?해피?자

세대, 불량 주택의 퇴거 등에 의하여 주택을
잃었거나 공영 주택의 입주 수입 기준의 정
정에 의해 수입 초과자가 된 경우

- 다음의 경우 소득이 158,000엔 이하여야함
저소득자(수입분위 25%이하)

공급
방식

1. 직접공급방식(지방공공단체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

2. 민간의 사업비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실시하는 주택의 건설・정비의 일부를 보조)

입주자

자격

수입

요건

1. (원칙 계층)
수입 분위 25%이하

2. (재량 계층)
수입 분위 25∼40%16)

동거
친족
요건

원칙적으로
동거 친족
요건 없음

월세
산정

기준

인정 집세(A): 근접 동종의 집세와 균형을

잃지 않는 액수로서, 공급 계획에서 규정하
고 있는 집세
입주자 집세(B): 실제 입주자의 지불액

산정
공식

지방공공단체는 월 4만엔의 한도 하에서, 차

액을 (A-B) 보조
국가는 차액의 약 45%를 교부금으로 보조

재정
지원
조치

건설비
보조

- 민간 건설시: 사업자 5/6, 지방 및 국가가

1/6(중 지방이 55%, 국가가 45%)
- 민간 개량시: 사업자가 전용부분 전면부담
공용시설은 사업자, 지방, 국가가 각 1/3

- 공공 공급: 건설, 개량에 있어 지방이
55%, 국가가 45%

집세대
책보조

지방공공단체는 월 4만엔의 한도 하에서,
차액을 (A-B) 보조

국가는 차액의 약 45%를 교부금으로 보조

국토교통성(2011), 地域優良賃貸住宅制度について

표4. 지역 우량 임대주택제도

그림4. 지역우량 임대주택의 월세의
저렴화(출처: 국토교통성(2011),
平成23年度における主な新規施策)

그림5. 고령자를 위한 주택 제도의 변화
(출처: 국토교통성(2011), 高齢者住まい法の改正について, 수정정리)

세식 화장실, 수납설비, 세면

시설, 욕실을 갖춘 주택이 대

상이 되며, 착공된 지 35년

이내의 건물이 해당된다. 지

역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관

리자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사업자에 의

한 주택 관리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설정 되어 있다.

3.3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제도

일본은 2001년 제정된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령자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배리어

프리화, 긴급 시의 대응 서비스,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

16) 4인 세대 연간수입을 기준으로 25%는 510만 엔, 40%는 610만 엔으로 계산

기 위한 여러 서비스 및 사회 복지시설을 병설하는 주택

의 공급을 목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 주택제도

등 관련 주택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창설된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60세 이상의

단신, 부부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도부현의 인

정을 받은 임대 주택으로서 바닥 면적 기준 25㎡ 이상,

배리어프리화 등이 그 기준이 되었다. 한편, 요양 및 생

활 지원 서비스의 경우, 주로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

식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향후 고령자 단신・부부세대의 급격한 증가가 예

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주택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위기의식17)과, 간호가 필

요한 정도가 낮은 고령자도 ‘특별 요양노인 홈’18)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을 부각시켰다19).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임대 주택의 서

비스적 측면의 강화와 기존의 유료 노인 홈의 거주 안정

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 10월 고령자의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이 성립되었다. 따라

서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주택’ 외에 ‘고령자 전용 임

대주택’, ‘고령자의 원활한 입거 임대주택 등록제도’ 등을

통합하여 "서비스 포함 고령자형 주택(サービスつき高齢

者向け住宅)" 제도를 창설하였다.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경우 등록제로 실

시되며, 입주자의 자격, 규모, 구조 및 설비, 서비스의 내

용와 계약 관계 등이 등록의 기준이 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각 주거 부분의 바닥 면적이 25㎡이

상인 주택20)으로서 각 주거 부분(각 호)에 부엌, 수세식

화장실, 세면 시설 및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난간 설치, 단차 없는 바닥, 복도 폭의 확보 등 배리어 프

17) 인구 고령화는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방법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유권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정치와 행정에서는 65세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있다. 복지의료, 연금, 주택 등의 복지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18) 원칙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 현저한 장해가 있거나 개호보험제

도에 의하여 개호가 필요하다는 인정(요개호(要介護)의 판정)을 받은

자가 신청 가능하였다.

19) 佐藤栄治외(2011),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の整備方針確立に

向けた基礎的研究

20) 단, 거실, 식당, 부엌 등 고령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면적

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을 경우 1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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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 제도(국토교통성)

제도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 2001년

개정 2011년

목적
고령자의 신체 기능을 배려하여 설계·정비된 임대 주택
을 제공하고, 긴급한 상황 외에도 일상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공급 지원

내용

-배리어 프리화 된 주택의 지원
-안부확인, 상담 등 최소한의 서비스를 포함, 식사 제공,

청소·세탁 등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포함
하는 주택의 등록, 공급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정거주서비스사업소 등 직

원 또는 의사, 간호사, 간호·요양 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요양 지원 전문원, 간호·요양 직원초임자 연수과
정을 수료한 자가 주간에 상주하여 서비스제공

공급 민간에 의한 등록

입주자
자격

-단신 고령자세대, 고령자와 동거자로서 동거자의 경우
: 배우자, 60세 이상 친족, 간병자로 인정된 친족, 특별

한 이유에 의해 동거필요성이 지사로부터 인정된 자

공
급
자

요
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

- 바닥면적 원칙 25㎡이상, 구조, 설비등에 있어 부엌,
욕실, 수세식 화장실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것
- 바닥단차해소, 난간설치, 복도폭 확장 등배리어프리화

-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안부 확인,
생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계약 내용에 있어서는 장기 입원을 이유로 사업자로

부터 일방적으로 해약되는 일이 없어야 함. 거주안정
을 도모할 수 있는 계약이어야 함 또한 보증금, 집세,
서비스 대가 이외의 금액이 징수될 수 없으며(권리금

금지), 선납금에 관해서는 입주자 보호가 되어야 함21)

초기 상각의 제한, 공사 완료 전의 수령 금지, 보전조
치・반환 룰의 명시 의무화

행정
지도

- 보고 징수, 사무소 및 등록 주택에 대한 출입 검사
- 업무 관련 시정 지시

- 지시 위반 및 등록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등록취소

재정
지원
조치

직
접
보

조

건설, 수리에 있어 국가의 직접 지원
건축비의 1/10 수리비의 1/3(국비 상한: 100만엔/호)
(고령자등 거주안정화 촉진사업

: 2013년 예산 340억엔)

세
제
혜

택

소득세와 법인세에 있어서는 2016년 3월 31일, 고정

자산세와 부동산 취득세에 있어서는 2015년 3월 31
일까지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 다음을 적용
- 소득세, 법인세: 5년간 할증 상각 40%

(사용 가능 년수 35년 미만의 경우 28%)22)

- 고정자산세: 5년간 세액의 2/3
- 부동산 취득세:가옥은 과세 표준으로부터 1호당

1,200만엔 공제, 토지는 가옥의 바닥면적에 2배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상당분의 가격 등을 감액

기

타
혜
택

- 건설, 개량에 필요 금액, 또는 해당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중고 주택의 구입시 필요 자금을 대출
(별도 담보 설정 필요 없음)
- 주택 융자 보험의 대상으로 인정

출처 : 국토교통성(2011), 高齢者住まい法の改正について

표5.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주택제도

UR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

근거

법률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
제정 2003년

목적

당초 목적은 주택이 부족한 곤궁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기존 임대 주택의
관리를 통해 양호한 거주 환경을 갖춘 임대 주

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대상 가족 세대를 주 대상으로 함(독신 세대 가능)

공급방식 도시 재생 기구가 건설, 관리

입주자
자격

수

입
요
건

수입 제한 없음. 단 보증인이나
사례금, 갱신료 등이 없는 대신

원칙적으로 평균 월수입이 기
준 수입(집세의 4배 또는 33만
엔) 이상일 것이 입주 조건

※고령자 등에 대한 특례 있음

동거
친족

요건

없
음

월세 산정
주변의 동종 맨션의 월세와 균형을 이룰 것
※고령자 등 월세 지불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감면 가능

재정
지원

조치

건설비 보조 없음

집세 대책
보조

집세 갱신, 건물 개축의 경우 고

령자 등에 대해서는 월세 감액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함

출처 : UR 도시재생기구(http://www.ur-net.go.jp/)

표6. UR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제도

리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한편, 최소한의 안부 확인 서비스 및 생활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 된다. 등록 후에는

등록 사항의 정보 공개 및 입주자에 대한 계약 전 설명,

행정에 의한 지도 감독이 의무화된다. 그 외의 요건으로

21) 초기 상각의 제한, 공사 완료 전의 수령 금지, 보전조치・반환
룰의 명시 의무화 등

22)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호수 10호 이상, 고정

자산세와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호수 5호이상의 주택을 요건으로 함

는,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등

록해야 하며, 입주자 집세 지불액이 근처 동종의 주택의

집세액과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등록된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에 있어서는

그 건축과 수리비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보조를 시행하

며, 소득세, 법인세, 고정자산세, 부동산 취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우대와 주택 금융 지원기구의 융자 요건이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3년의 실시에 앞서

2012년 12월까지는 전국의 총 2,777건의 등록 건수가 집

계되었다23).

3.4 도시재생기구(UR) 임대주택제도

도시재생기구(UR, Urban Renaissance)은 1955년 설립

된 일본주택공단과 1974년 설립된 지역진흥정비공단이

2004년에 통합하여 형성된 국토교통성 산하 독립 행정

법인이다. 도시 재생 및 민간에 의한 도시재생 촉진, 주

환경 정비, 방재 및 교외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 임대 주택에 있어서는 2008년 추산 약 77만호의

임대 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4대 도시권의 임대주

택의 약 7%, 공적 임대 주택 스톡의 40%에 해당한다.

2008년에 이미 임대 스톡 전체에 대비하여 65세 이상을

포함하는 세대 비율이 약 35%, 연 수입 449만엔 미만의

거주 세대가 약 50%에 달하였다24).

UR 임대 주택의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일본국적 또

는 UR 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외국인으로서 동거

친족이 있으며(단신용은 예외), 원칙상 정해진 기준 이상

23) 국토교통성 주택국,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www.satsuki-jutaku.jp)

24) 국토교통성(2010), 賃貸住宅事業に係るご質問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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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공적 임대 주택을 둘러싼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 중층적,
유연한 주택 세이프티 넷 구축(출처:국토교통성 주택국, 2006, 재정리)

의 월 수입액 이상일 것을 자격으로서 정하고 있다. 그러

나 신청자 본인이 고령자일 경우 월 수입액이 기준의 1/2

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친족의 연대보증 등을 요건으

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3.5 일본의 공적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적 체계

3장에서는 일본의 공영주택법에 의한 ‘공영주택 제도’

(국토교통성), 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국토교통성). 독립행

정법인 도시재생기구법에 의한 UR도시재생기구 임대주

택제도((UR 도시재생기구),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

주택제도’를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경

우, 주로 중위 소득자 세대(가족)의 일정 수준 이상의 주

거 및 생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지자체

가 보조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역 특별 임대 주택 제도

(지역특임)의 경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예산제도로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종전의 특정 우량 임대주택과

지역 우량 임대주택 제도는 별도의 제도이다. 원래의 특

정 우량 임대주택의 경우 공적 주체의 공급량 등의 문제

등에 의해 민간 사업자의 예산 보조 등을 통하여 결합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공실・공가율의 상승, 고령자를 위한 우량 임대

주택 등의 공급의 원활함의 저하, 고령자의 범위 및 필요

서비스 등의 확충의 문제 등이 나타남에 따라 서비스 포

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제도로 분리하고, 나머지를

지역 우량 임대주택 제도로 개편하였다. 법적 근거는 동

일하게 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되어있다.25)

2012년의 국토교통성 백서의 "주거대처 : 공적 임대 주

택 공급 등에 의한 지원"의 내용을 보면, 공영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동거 친족 요건을 폐지하고, 지방 공공 단체

의 판단에 의해 고령자 이외의 단신자를 임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주체의 판단에 의해 입거 수입

기준의 완화나 우선 입거가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유연

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구의 임대 주택에 있어서도 단신자 입

주의 가능, 육아 세대에 대한 신규 임대 주택 모집 추첨

시 당첨률 20배 우대의 실시, 대규모 공적 임대 주택 단

지의 개축과 함께 육아 지원 시설의 정비를 실시하여 지

역 전체의 거주 기능 재생 및 육아 세대의 일상생활의

편의성의 향상을 도모, 주택확보가 필요한 자가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민간 주택 활용형 주택 사회 안전망

정비추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기존 특우임과 고령자형 임대주택 제도가, 서비스포함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과 함께 그 외의 대상에 모두 대응(특우임형, 특공

임형, 준공영주택, 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개선형 등을 포함)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그 명칭도 지역 우량 주택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된다.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에는 이 제도를 [준 특정 우량 임대주

택 제도]로 소개하고 있으나 설명뿐이고 다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항을 모두 지역 우량 주택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 주택제도는 크게 공영주택, 지역 우량 임

대 주택,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 주택 제도로

말할 수 있으며, 이외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민

간 임대 주택 등이 주택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로 생각할

수 있다.

4. 일본의 공적 임대주택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주생활 기본계획 및 고령자의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의하여 개편된 주택 정책 중 국가 및 지역 공

공 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영주택제도, 지역 우량

임대주택 제도,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제

도 사례를 통해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분석에서 제외된 도시재생기구(UR)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대의

특징에 따라 계약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기

구에 의해 제공되는 임대주택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중심

에서 공급하는 공적 임대주택의 국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각각의 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제도별로 2개씩 분석되

었다. 사례가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주

택 도입된 제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

특히 지역 우량 임대주택의 경우, ‘특정 우량 임대주택

으로 되어 있는 주택’과 ‘기존 지역 우량 임대주택으로 되

어 있는 주택’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그 지

원 대상이 광범위하며, 제도 개편과 함께 복잡하게 변경

되어 있어 다양한 사례를 구분하에 제시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도

자체의 실시 기간이 짧아 사례가 다양하지는 않으나, 제

도 내용에 의한 건축적・지원적 특징성과, 고령화가 상당

히 진전된 사회의 대처 방안으로서의 의의가 있어 분석

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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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년도

1971년

건물

외관
주소

横浜市泉区上
飯田町
2670外

주택
집세

40,000엔
∼40,700엔

전용
면적

43.8∼45.1(m2)

층수
고층

(12∼13층)

주택

구조
2k~2dk

수입
조건

월수입이
0∼158,000(재량계층의 경우 214,000엔)엔의 세대

입주자

부담액

수입 분위 부담액

월수입이 0∼104,000엔의 세대 20,800엔～21,400엔

월수입이 104,001∼123,000엔의 세대 24,000엔～24,700엔

월수입이 123,001∼139,000엔의 세대 27,500엔～28,300엔

월수입이 139,001∼158,000엔의 세대 31,000엔～31,900엔

월수입이 158,001∼186,000엔의 세대
(재량계층만)

35,400엔～36,400엔

월수입이 186,001엔 이상
(재량계층만)

40,000엔～40,700엔

※참고 : 리모델링 사업 마침(2006. 8.17∼2007.1.20)

출처: 公共賃貸住宅インフォメーション(www.kokyo-chintai.jp/), 垣野義典
외(2010), 外国籍住民の郊外団地居住の実態

표7. 공영주택 사례 :카나가와 현영주택 이쵸우 단지

4.1 일본의 공적 임대주택 사례분석

1) 공영주택

공영주택은 주택에 곤궁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주생활의 영위 및 향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한편, 1950년

대부터 1970년대에 대규모로 건설된 공영 주택 단지의

경우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건축 연수가 30년 이상 경과

한 건물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

화, 인구의 고령화, 생활 양식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주생활 환경의 질의 향상에 대한 과

제가 있다.

카나가와현에 위치하고 있는 이쵸우 단지는 요코하마

시 측의 카미이다 단지 48동(17.6ha) 2238호와 야마토시

측의 시모와다단지 31동(9.4ha)　1394호로 이루어진 대규

모 단지이며, 1965년대 대규모 공영단지 건설기에 건축이

시작되어 1971년 완공, 입주를 시작하였다. 건축 후 약

4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 및 고령화 대응 시설의 정비가

요구되어 2006-2007년에는 국토교통성 주택국의 공영주

택 등 정비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전면 리모델링

정비를 실시, 완료하였다. 이쵸우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전체의

약 20%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 국적의 세대수의

경우 1990년에는 33호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500호

까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카나가와 현 이쵸우 단지의 사례는 주택에 곤궁한 저

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면서,

건축년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 현재 공영주택이 가진

일반적 문제점을 리모델링 정비 지원 등 개・보수 사업

을 통하여 보완, 지속적으로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을 도

모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물리 환경 외적인 측

면에서는, 다국적 세대의 입주 증가와 함께 주민 교류회,

자치회 내 외국인 임원 선출 등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

는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는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

차상(借上)형태로 조성되는 공영 주택 조성의 경우, 사

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주택을 중심지 내로 도입

하여 주거 환경의 질의 향상과 함께 지역 내 정주율 회

복 및 활성화와 연계하는 사례도 있다.

우베 시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약 3년간 실

시된 토지 구획 정비 사업 실시 시 민간과의 연계 및 보

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차상 시영주택 건축을 결정, 총 5

동 72호의 차상형 시영주택26)을 공급하였으며 각 주택의

차상 기간은 2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베시 츄오구의

차상주택(1-5차, 각 1차 12호, 2차 6호, 3차 48호, 4차 6

호, 6차 11호)도 기본적으로 공영주택의 입주 대상자 조

건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입주자로서 모집하며, 시가

26) 차상 공영 주택(借上公営住宅)이란 민간 사업자 등이 건설, 보유

한 주택을 빌려 공급하는 공영 주택의 형태로서, 1996년의 공영주택

법 개정에 의해 그전까지의 공급 방식이었던 직접 건설 방식에 추가

하여 민간 주택 스톡을 활용한 공영 주택 공급 방식을 말한다.(국토

교통성(2009), 既存民間住宅を活用した借上公営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

するガイドライン（案）)

관리하는 공영주택의 입주에 대해 각 주택의 크기・형태
조건에 맞는 고령자 세대, 육아 세대. 장해 세대. 배우자

폭력(DV)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 입주를 실시하고

있다. 우베시 차상 주택 3차의 경우 2DK로서 고령자 세

대가 우선 입주의 대상이 된다.

2) 특정우량임대주택

특정 우량 임대주택제도에 의한 임대주택의 조성은 민

간 건설업자 및 지방 공공 단체가 건설 및 관리를 담당

하며, 중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정 규모, 성능 및 거주

환경을 가지는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보증금 등은 공영주택과 달리 지불하도

록 되어 있으나, 거주 안정을 위하여 소득이 적은 입주자

의 경우에는 집세 보조를 통한 감액을 실시하며 집세 감

액 방법은 도도부현 등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우량 주택의 공급에 대한 국토교통

성의 조사(2004)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은 민간 사업자에

의한 공급이 71.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지방 공공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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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년도

2002년

건물

외관

주소
千葉県船橋市北本

町１−18−１3

월세 123,200~136,000엔

입주자
부담액

81,200～136,000엔

층수 5층 호수 29호
주택
구조

3LDK（일부 2LDK)

전용
면적

56.6 ～ 65.6 (m2) 주차장 29대

수입조
건

1. 주된 수입자가 45세 미만일 경우 월수입 139,000엔
이상일 것

2. 18세 미만 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월수입 123,000엔
이상일 것

※ 1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수입 158,000엔

이상이어야 함

입주자
부담액

수입 분위(예) 부담액(예)

월수입이 200,000엔∼238,000엔의 세대 87,600엔

월수입이 238,000엔∼268,000엔의 세대 93,700엔

월수입이 268,000엔∼322,000엔의 세대 108,000엔

월수입이 322,000엔∼445,000엔의 세대 129,000엔

월수입이 445,000엔∼601,000엔의 세대 133,000엔

치바현 에스타시온·카나의 배치도

치바현 에스타시온·카나의 평면도

출처: 公共賃貸住宅インフォメーション(www.kokyo-chintai.jp/)

표8. 특정 우량 임대주택 사례 : 치바현 에스타시온·카나

건축

년도
1999

건물

외관

주소
神戸市西区学園西

町1丁目

층수 18층

호수 200호

월세 114,700~129,700엔

입주자

부담액
82,600~129,700엔

전용

면적
61.74~83.74(m2)

주택

구조
2LDK~4LDK

수입

조건

입주 수입 기준이 일정 범위(소득 월액이 200,000엔 이

상 601,000엔 이하) 이내여야 함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월액

을 153,000엔 이상 601,000엔 이하로 함

(1)소득이 있는 사람 중 한명이 49세 이하인 가구

(2)의무 교육 종료전의 자녀를 부양하며 현재 동거 가구

입주자

부담액

3LDK(71.70m2) 주택의 경우

수입 분위(예) 부담액(예)

월수입이 200,000엔∼238,000엔의 세대 94,900엔

월수입이 238,000엔∼268,000엔의 세대 110,900엔

월수입이 268,000엔∼322,000엔의 세대 115,400엔

월수입이 322,000엔∼445,000엔의 세대 115,400엔

월수입이 445,000엔∼601,000엔의 세대 115,400엔

출처 : 고베시마치즈쿠리공사(http://chintai.kobe-sumai-machi.or.jp/)

표9. 특정 우량 임대주택 사례 :코베시 학원시티코트

(19.5%)와 공사(8.6%) 순으로, 주로 민간 사업자에 의한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바현에 위치하는 특정 우량 임대주택(표 8)의 경우에

는, 민간 부동산 업자에 의하여 주택 금융공사 융자 주

택으로 건설, 분양되었으며, 오토 록, 엘리베이터, 택배 보

관함 , 감시 카메라 및 주차장의 확보 등 일반 임대 주택

과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자의 자격을 보면 일본 국적이나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재류하고 있는 자로서 혼인 관계에 있거

나, 입주 기한까지 혼인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정해진 수입 기준에 적합하며 자가 주택으로서 임

대하는 경우에 자격을 부여하며, 연대 보증인 등이 요구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세에 있어서는 입주자

의 수입을 5분위로 분할하여 각 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자의 연령이나 동거 자녀의

연령(18세 미만), 세대 구성 및 월수입 등을 기준으로 하

고 있다. 이러한 차등 조치를 통하여 같은 주택에 있어서

도 수입의 1분위와 5분위의 평균 차액이 발생하며, 사례

의 경우 같은 주택에 대해 일반 및 수입 분위 5로 책정

된 세대는 133,000엔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수입 분

위 1의 세대의 경우에는 90700엔으로 책정되어 약 4만

엔의 차액이 발생한다.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중위 소득 세대를 위한 양호한

주거 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우량 임대

주택의 경우 구조, 호수, 부지면적, 주거전용면적, 주차장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주택의 질이 높으며 또

한 기준 이외에도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주택 선

택의 폭이 넓다. 또한 수입 분위에 따라 보조율을 결정하

고 수입 변동이 있는 경우의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등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같은 주택이어도 세대 구성,

수입 분위 등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지방 공공단체나 공사에 의해 공급되는 ‘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질 및 거주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고베 시의 학원 시티 코트의 사례의 경우 1999년 코

베시 마치즈쿠리 공사에 의해 건설되어 관리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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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년도
2012년 4월

건물

외관

주소
鹿児島県薩摩川内市勝

目町5220-3・5223-13
부지

면적
1465.42m²

연면적 849m²

월세 6만엔

입주자

부담액

월세+공익비+보증금+서비스료

(6만+1만+15만(1회)+서비스 선택에 따른 차등)

층수 2층 호수 20호
주택

구조
철골조▪2층주택

운영

주체
의료법인 후덕(厚徳)회

상주

인력

간호인력: 주간 2인, 야

간 1인

헬퍼:9인

수입

조건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단신으로 고령자27) 세대

② 고령자+동거자(배우자/60세이상의 친족/간호·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60세 미만의 친족/특별한

이유에 의해 동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사 등이 인정

하는 자)

입주자

부담액

- 입주자는 보증금(1회, 150,000엔)를 제외하고 매달

월세, 공익비와 제공 서비스에 관하여 부담해야 함

- 스즈란 장의 경우 상황 파악(안부 확인), 생활상담

서비스, 건강 유지 증진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가 시행되고 있으며, 서비스 당 부담액은 생활 상

담(월 1,500엔), 건강 유지 증진(월 1,000엔), 식사

제공(월 42,000엔) 임

출처: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 (http://www.

sats uki -jutaku.jp/),ミサワホーム(http://www.misawa.co.jp/)

표11.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례
: 카고시마현 스즈란장 (すずらん荘)

준공

년도
2012

건물

외관

주소
大阪府大阪市城東

区天王田17-19

부지

면적
1,222.72(m2)

연면적 3,176.04(m2)

월세 8만엔

입주자

부담액

월세+공익비+생활지원서비스료

(8만엔+10,500엔+서비스 선택에 따른 차등)

층수 5층
호

수
70호

주택

구조
1K(26.01～26.47)

운영

주체

유료 노인 홈 등

운영 회사(주식회

사 메세지)

상주

인력

간호직(간호복지사/헬퍼)

총 5명/야간 1인

수입

조건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단신 고령자 세대

② 고령자+동거자(배우자, 60세 이상의 친족, 간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60세 미만의 친족, 특

별한 이유에 의해 동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사 등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함)

입주자

부담액

-입주자는 최저 월세 및 공익비, 생활지원 서비스료를

부담하게 되며, 식사 서비스, 간호 보험등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

-간호 보험 등은 요양 등급(1~5급) 구분에 따라 액수의

차등이 있음

출처: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 정보 제공 시스템(http://www.sat

suki-jutaku.jp/), 株式会社メッセージ(www.amille.jp/)

표10.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례
: 오사카시 C-아미유城東天王田

총 200호의 대규모 단지로서, 2LDK~4LDK의 다양한 구

조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의 질에 있어서도 엘

리베이터, 주차장, 배리어 프리, 인터넷, 시스템 키친 및

오토록 등의 주거 설비를 갖추고 있다. 한편 입주자 부담

액에 있어서는, 사례의 3LDK 구조(71.70)의 주택의 경우

일반 월세는 115,400엔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입주자의 조

건 등에 따라 월세 보조가 이루어지며, 특히 신혼인 세대

또는 육아 세대의 경우 등급에 의해 약 15,000엔~40,500

엔까지 월세를 보조받게 된다.

3)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고령자로 구성

된 독신, 부부 세대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일본

에서 의료 시설이 아닌 의료, 간호 서비스와 연계된 주택

에서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구

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에 의한 일정 수

준 이상의 서비스 기능을 갖춘 주택의 등록제도를 기본

구조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오사카시의 사례인 C-아미유의 경우, 서비스 포함 고

령자를 위한 주택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노인용 주택

및 간호 서비스,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회사에

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은 전

국적으로 265 개소에 이른다. 사례의 경우 각 주택은 1K

의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상황 파악・안부 확인・생활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사 서비스, 간호 보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요양 및 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

정받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간호 보험 서비스를 통해 필

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카고시마 현의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

주택인 스즈란 장(すずらん荘)의 경우, 민간 사업자인 의

료 법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3월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 각 주택은

세면, 수납,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전 건물에 배리어프

리 구조가 적용되었다. 또한 제도가 지정하는 가장 기본

적인 서비스인 상황 파악(안부 확인) 서비스와 생활 상담

서비스 외에 운영 사업자인 의료 법인에 의한 건강 유지

서비스와 위탁에 의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고령자의 원활한 입주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였

던 임대 주택 제도의 경우 고령자의 생활에 필요한 배리

어 프리화나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던 것에

비해, 스즈란 장 등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의 경우 바닥면적, 구조 및 설비, 배리어 프리화 등 하드

웨어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 평가 기준

27) [고령자]는 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요양 간호·요(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의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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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년도) 주요사례 규모 대상자 임대비용
시설면
적(m2)

주택
제공・형태 시사점 및 특이사항

공영주택제도

(1951년)
-국토교통성

카나가와
현영주택
이쵸우 단지

2K~

2DK 고령자/육아
세대 등으로

주택 확보가
어려운 사회
적 약자

40,000엔~

40,700엔

43.8
~
45.1

공공에서

제공

- 시설 노후에 대비한 시설
정비 및 주거 시설 확충

- 단지 내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도모

우베시
츄오구

시영주택
차상1-5차

3DK
6,000엔~

20,000엔
75

공공・
민간연계
(20년)

- 민간 연계에 의한 차상
공영주택 형태로서 중심지

내에 도입, 지구 활성화를
도모

특정우량

임대주택제도
(1993년도)
-국토교통성

치바현
에스타시온·
카나

2LDK~

3LDK
중견 소득자
세대/ 양질의
주택 및 주거

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

81,200엔～

136,000엔

56.6

～ 65.6

민간 사업자

주택을 활용

- 민간에 의한

특정 우량 임대주택

코베시
학원시티코트

2LDK~
4LDK

82,600엔~
129,700엔

61.74

~
83.74

지역공사에

의한
주택제공

- 지역 공사에 의한
특정 우량 임대주택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제도
(2011년)
-국토교통성

카고시마현
스즈란장

원룸 고령자 및

고령자로 구성
된 2인 세대로
간호를 요하는

정도가 낮은
사람

6만엔+
제공 서비스료

+공익비

18.30

민간 사업자
등록

- 기존 의료법인의 사업자
등록 의해 운영되는

임대주택

사이타마현
플라티나

시니어 홈
소가

1K
8만엔+
제공 서비스료
+공익비

26.01
～
26.47

- 기존 노인 요양 홈 전문
민간 기업의 사업자 등록

에 의해 운영되는
임대주택

표12. 일본의 ‘공적 임대주택(公的賃貸住宅)’ 제도별 적용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여 등록된 민간 사업자의 주택

에 대한 보조 및 세제 혜택을 실시하는 구조로서 검증된

질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렇

게 등록된 주택에 있어서는 보증금, 집세 및 서비스 대가

이외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정해두고

있어 주요 임차인인 고령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2 공적 임대주택의 시사점

일본의 ‘공적 임대주택(公的賃貸住宅)’ 관련 제도와 이

를 적용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국토교

통성의 제도로서 공적 임대주택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사

회적 약자를 세분하여 각 세대 구성 및 필요 서비스, 주

거 환경 등에 적합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 확보가 시급한 저소득 세대를 위한 공영 주택의

경우 수입 조건에 따른 집세 보조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견 소득 세대의 주택 및

주거 환경의 질의 향상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특정

우량 임대주택 제도에 있어서도 각 세대의 형태 등에 따

른 보조를 실시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공영 주택 등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시

설의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주택 리모델링 및 주거 환경

에 대한 정비 등을 실시하여 대처하고 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한 공적 임대 주택의

제공을 활성화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담당하는 범위보다

전방위적인 주택 세이프티 넷 체계를 형성하는 한편, 증

가 추세에 있는 민간 주택의 공실율의 해결을 위한 시책

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견 소득 세대의 주택・주환경의 질의 향상 및 유지

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의 비율이 공공에서 제공하

는 주택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등록을 근거로 하고 있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공적 임대 주택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

택의 제공의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의 주민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그

리고 도심 내 중심지구 재정비 등에 민간 사업자와의 연

계를 통한 차상 공영주택을 계획하여 도심 정주율 향상

을 도모하고자 하는 발상 등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구상도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밝힐 수 있다.

5. 결 론

주거환경의 질 향상과 더불어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

링, 쇠퇴 주거지의 재생,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 사회의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 등 다양한 사회적 주거문제가 대

두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마

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정부가 다양한 주거문제 중 사회

약자를 위하여 일본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적 임대주택

(公的賃貸住宅)’ 과 관련한 제도와 이를 적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임대주택 유형 및 제도, 적용 사례를 분석함

으로써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관련 제도 마

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연구에 앞서 다양한 일본정부의 공적 차원에서

의 시도 중 사회적 약자를 국토교통성에서 어떻게 정의

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사회적 약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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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연구의 흐름 및 내용

공적, 민간 협력 체계를 포함한 기본적 주택 공급 시스

템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실제 사례를 연구

함으로써 각각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공공이 임대주택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제공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분석을 통해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

본적인 주택 공급 방식 및 체계가 크게 공영주택, 공적

임대주택인 지역 우량 임대 주택,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 주택, 그리고 민간 연계를 통한 주택 공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3년 8월 국토교통성

자료를 통해 2012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책의 체계를

검증할 수 있었다.

정부의 공적 임대주택정책제도로는 국토교통성이 중심

이 되어 이루어지는 ‘공영주택제도’, ‘지역우량 임대주택제

도’. ‘임대‘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주택제도’를 살펴보

았고, 도시재생기구(UR)의 임대주택제도를 살펴보았다.

앞서 정리한 지원정책 중 일정 기구보다는 국토교통성

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민간과 연계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공영주택 제도’,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의 적

용 사례와 더불어 ‘서비스 포함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제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일본의 주택 환경은 주택의 확보가 필요한 계층에 대

한 주거 지원의 과제와, 점차 노후화되고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공적 주택의 개선, 민간 주택의 공실률

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주택 및

주택 제도의 정비와 사회적 약자 및 육아세대를 위한 주

거 및 주환경의 정비 등의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11년 발표된 주생활 기본계획에서는 자

력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공

평하고 정확한 공영 주택의 공급을 목표로 하였으며, 실제

공급에 있어서는 수입 분위 설정과 그에 따른 집세의 차등

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계층에 대한 집

세 보조 등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간 임대 주택의 공실율의 증가의 과제에 있어

서는 공실로 남아있는 기존 스톡을 공적 주택으로 활용

하여 주택 곤궁 계층에게 제공하여 민간 주택 건설자의

주택의 활용 및 공적 주택 수요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

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공적 주택 영역에 있어 민간

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민간 주택 활용에 있어서는 주택의 정비

내용 및 무장애(Barrier free)에 대한 기준을 설정, 건설

및 수리 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통

하여 주택의 질 개선 및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시설

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적 임대 주택으로 활용되

는 주택에 있어서는 민간 관리자의 지정 및 지방 공공

단체의 관리 감독을 통해 주택의 질 뿐 아니라 전반적인

주거 환경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와 상황이 다른 국외 현황을 분석한 결

과만을 도출하였으므로, 국내에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단, 향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

(public rental housing)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후속연구로서 국내제도와

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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