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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청년임대주택의 계획 개선방향 연구

- 스페인 청년임대주택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Social Housing for Youth in Korea

- Focused on the Social Housing for Youth in Sp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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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panish youth rental housing cases, which have grasped and solved problems

in youth housing environments and to find suggestions in Japan.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ypical areas such as Barcelona and Madrid since 2007 when the Spanish government implemented youth housing

policies. Spanish VPOs (public shelters) have developed detailed policie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the VPO from

the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have established policy

foundations for active cooperation, measures to buy public land and buildings to increase the review of the VPO, and

future use. Analysis results in each case are arranged in order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roma, arrangement plan

for securing a shared space, plan of each unit household and residential building, plan of admission face using showy

colors and shapes, and finally features of space constitution. As a result, Spain plans not only on a policy basis, but

also on local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suggesting a variety of possibilities in youth rental housing in comparison

with design diversity, regional revitalization, and access at the housing complex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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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1.6%, 경제

성장률 2.7%로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청년주거 유형

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을 고려한 청년임

대주택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계획적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스페인의 인구는 4,644만명, 한국은 5,181만명으로 유사

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청년실업률로는 스페인

33.3%대로 한국보다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Eurostat,

2018).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청년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경제규모도 GDP기준 스페인 14위, 한국 12위로

유사하다(KOSIS, 2017).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 부족, 인구감소, 청년

주거상황 악화 등의 한국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스

페인의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따

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스페인 정부에서에서 본격적으로 주택정책

을 펼친 2007년 이후를 확산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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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opulation with in the 25-29 Age Range and the 65-69

Age Range, Spain, 1950-2050
Source. Spain Population Censuses I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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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지역의 정책, 지역연계 및 재생, 단지차원 등의 시

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은 청년주택의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사례와, 프로그램을 동

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

내외 보고서 및 논문,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례분

석을 위해서는 해당 사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첫째, 스페인과 한국의 청년주택 및 사

회주택(Social housing)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한다. 둘

째,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 정책을 분석하였다. 셋째, 정

책을 기반으로 완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의 청년 및

사회주택의 사례 10곳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정책과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청년주택(사회주택) 개선 방향에 대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청년임대주택 정책 및 시사점

1. 선행연구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이후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된 연구동향은 청년층의 빈곤

해소 및 주거문제를 해결을 위한 공급 및 정책방안 등이

다(Bong et al., 2015; Lee, 2016). 또한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도시적 접근(Jo, 2018) 및

단독세대 등의 1인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Kim, 2017)

의 연구가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에서도 청년주거의

필요성과 정책적 대책방안을 모색했었으며 빈 공실을 임

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연구(Ferrari, 2011)가 있었다.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적인 연구에는 주거

불균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의 필요성에대한 정책적 접근

(Eastaway & Varo, 2002), 임대주택의 시장경제적 역할

(Pareja-Eastaway & Sanchez-Martinez, 2017), 경제위기 이

후의 스페인의 공공주택에 관한 연구(Cho, Lee, & Choi,

2017)와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정책보고서 등의 연구

(Ana, 2018)가 주를 이뤘다. 또한 하우징에 관한 연구로는

청년주택의 트랜드 변화(Minguez, 2016), 청년임대주택의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Nuria, 2016) 및 향후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Navarro, 2011).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

구와 달리 정책적인 방향을 도출함과 동시에 스페인의 사

례를 통해 청년임대주택의 배치, 평면구성, 단지적, 도시

적 계획적 특징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국내 청년임대주택 정책현황

현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취약한 주거안

정성을 문제 삼고 원활한 사회진입을 위하여 청년 주거지

원방안을 확대, 구체화 하고 있다(Support for Youth Housing,

2019). 또한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

한 조례(조례 제 6936호)’,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계획, 청년

주택 건축설계 기본방향의 필수 반영사항 등 대안을 내세

우고 있다(Seoul Youth Housing Budget, 2019).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게 세금감면, 용적률상향 등의 금융적 지원 사

항을 함께 제시하며 민관협력을 위한 노력이 보인다. 서울

시에서는 2018년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역세권임대주택 ‘239

억’, SH행복주택 ‘71억’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도

예산으로는 역세권임대주택 ‘333억’, 행복주택 ‘134억’의 예

산안을 제출했다. 2019년 LH는 전국 2.2만호의 행복주택을

목표로 하며(2019년1월 7,893가구 공급), SH의 행복주택은

2018년까지 3,578가구를 공급했으며 2019년 4,662가구 공

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Youth Housing Planning Agency,

2019). 이처럼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주택 및 임대

주택에 대한 지원예산이 확보되고 정책이 마련된 시점에서

국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은 유의미하다 하겠다.

3.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 정책 및 시사점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일

반적인 임대주택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임

대주택 비율은 EU-15 임대주택의 평균 11.7% 에 비해 2%

의 비중을 차지한다.1) SHP 2018-21(Housing Plan in

Spain)2)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2017

년 3만 명이며, 대출 및 임대료 미납으로 강제퇴거는 6만

가구 이상이다. 스페인 정부에서는 SHP 2013에서부터의 문

제점을 낮은 공공주택 투자로 보고 있다. 임대주택 및 편

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2007년 98억 4천만 유로에서 2016

Table 1. List of Cases

No Name (Opening Date) Location

1 51 Public Social Dwellings (2007) Barcelona, Spain

2 44 Social housing (2010) Zaragoza, Spain

3 154 Rental Social Housing (2012) Barcelona, Spain

4 46 Social Houses (2011) Sevilla, Spain

5 Social Housing in Carabanchel (2010) Madrid, Spain

6 114 Public Housing Units (2012) Barcelona, Spain

7 Residential Center Cugat Natura(2012) Barcelona, Spain

8 120 Social Housing in Parla (2012) Parla, Spain

9 BBK Sarriko Center (2012) Bilbao, Spain

10 85 Sheltered Housing Units (2009) Barcelona, Spain

Figure 2. Research Process Diagram

1) Núria, L. L. (2016). Social housing management models in Spain.

Spain: Escola d’Administració Pública de Catalunya.

2) Ana, A. (2018). Housing plan in Spain for 2018-2021. ESPN

Flash Report, 2018(5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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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54억 3천만 유로로 감소하였다.3) 자연스럽게 청년

과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도 불충분했다. 또한 대규

모 국내외 투자단체로 인해 임대주택의 가격은 상승하였고,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대두되게 되었다.

스페인의 VPO (공공 보호 주택: viviendas de proteccion

official)의 촉진에도 약 2년 동안 30%의 주택만 사용이

되었다. 이는 개발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입주요건이 매우 엄격함에 원인이 있다.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의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 건

설부는 청년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 2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Ministerio de Fomento, 2019)하였으며, 이

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거품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기

존 3년 이였던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보증

금 상한선 설정 등의 추가적으로 임차인의 보호 조치를 보

완할 계획을 발표했다(Ministerio de Fomento, 2019).

SHP 2018-21에 따르면 청년임대주택에 관하여 정부의

노력은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35세 미만의

청년 및 노인에게 최대 40%의 임대료 보조금을 도입하

며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증가이며, 둘째, 주택재활용

및 도시재생을 목표로 도시 및 시골의 재생에 있어 35세

미만에게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바르셀로나에도 VPO에 관한 지자체의

정책이 있다. 첫째, 새 프로젝트(New public development

projects)의 활성화를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택계획

2016-2025 (Right to Housing Plan 2016-2025, 바르셀로나

지자체)에 따라 공공의 토지에 저렴한 임대료인 VPO를

2018년에만 4,644채를 건설 중이며, Quatre Camins나

Carrer de l' Encuny4)의 건물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기업

과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VPO의 재고를 늘리는 정책

적 방안도 볼 수 있다(Government of Barcelona, 2018).

스페인 정부에서는 2가지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

안을 내세웠다. 두 경우 모두 공공기관이 사유재산을 담

당하지만,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 역할을 하는

사회임대료중재 주식 프로그램(Bolsa de Mediaciiacn de

alquiler social)과 공공기관이 리스제공자가 되는 주택이전

프로그램(Programama de Cesion)을 대안으로 내세웠다.5)

카탈로니아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초점을 맞춘 사

회 비상 위원회(Mesa de Emergencia Social)등의 프로그

램도 추가적으로 적용시켰다.6) 그리고 마드리드 및 바르

셀로나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민간의 투자를 위해 일부 매

각하거나 외국 투자를 유치하여 VPO의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이 있다. 이는 비효율적 이였지만, 현재 공공주택과

청년층의 상황에 맞춘 현실적 대안으로 작용하였다는 점

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또 다른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

하지 않는 기관의 건물 및 대지, 비어있는 일반 공공주택

들을 청년 및 저소득층의 임대용 공공주택으로 도입되었

다(Redacció, 2018).7)

공공기관이 매각하려는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웠다.

스페인에서는 다양한 Social housing (VPO) 제공자가

있다. 정부는 물론이며 지역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회사,

영리, 비영리단체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VPO의 관리는 공공기관이

하며 그것은 부족한 공공예산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민간

주택공급자의 대부분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

이 컸으며 관리 전문가나 지식이 깊지 않았다. 따라서 이

들은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들이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

다.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 최종적으로 청년 및 저소득층

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스페인 기

업이 주택을 공급하며 정부가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민

간 비영리법인인 Hbitbitat Foundation이 관리를 하며 요

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상황이 있다.

주 연구대상지인 바르셀로나의 경우, 바르셀로나 지자

체의 주택계획 2016-20258)을 발효시켜 민간부분과 활발

히 협력하여 민간소유지를 확보하여 공공아파트건설을 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저렴 주택을

위하여 6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개발의 30%를 저렴

하게 제공해야한다는 도시계획 정책을 추진했다.

주택계획 측면에서 바르셀로나의 C/Tanger라는 블록에

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 건물

안에 20개의 VPO를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Quatre Camins나 Carrer de

l' Encuny9)의 경우에도 바르셀로나 주택 컨소시엄

(Barcelona Housing Consortium)을 통하여 민간과 정부가

연계하여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 간의 커

뮤니티 유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3) 각주 1)과 동일

4) Sant Gervasi-La Bonanova 근처에있는 65세 노인들을 위한 44개

VPO 확보한 프로젝트 건물, Marler del Prat Vermell근처에 있는 빈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여 VPO 확충한 건물

5) Núria, L. L. (2016). Social housing management models in Spain.

Spain: Escola d’Administració Pública de Catalunya.

6) Right to Housing Plan 2016-2025

7) 바르셀로나 정부의 조치요구사항-주택동원에 관한 대책.
8) Right to Housing Plan 2016-2025

9) Barcelona Housing Consortium에서 나온 사례-각주 4) 참고

Figure 3. Diagram about VPO Process by Government 
Source. Diagram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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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페인 청년주택정책이 국내에 시사하는 바는 4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임대주택 공급이후 향후 방

향성에 대한 확립이다. 국내의 경우 민간 또는 민-관 협

력을 통한 청년임대주택을 제공기간이 종료된 후 수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대안이 요구된다. 둘째, 빈 건물의 적

극적 활용성이다. 노후주거지 이외에도 빈 건축물 및 공

공기관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예산절감 및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

다. 셋째, 공급 및 관리의 전문화/효율화이다. 현재 LH에

서는 도시재생본부에 청년주택부서가 있다. 하지만 향후

방향성 및 빈 건물의 활용 등 보다는 계획 및 사업 등의

개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SH의 경우에도 서울시

지역별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추가적 대안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것

이다.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청년의 사회활동

과 커뮤니티발전을 위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

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I.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 분석

1. 사례개요

앞서 정책적인 시사점에서 청년임대주택의 정책적 측면

을 살펴보았다면, 이후 연구에서는 계획적인 측면의 사례

를 분석 하기 위해 스페인 청년임대주택을 주택을 임대

하는 사례(no. 1~5)와 임대와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는

사례(no. 6~10)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같은 사례들은 스페인이 청년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7년 이후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리적으로

는 바르셀로나 5곳, 자라고자, 마드리드, 빌바오 등 기타

5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의 연면적은 3,000 m2부터

20,362 m2까지 다양하며, 층수는 5~8층 규모로 형성되어

Table 2. List of Cases

No Name (Opening Date)
Total floor

area (m2)
Floors

1 51 Public Social Dwellings (2007) 3,875 7

2 44 Social housing (2010) 6,546 5

3 154 Rental Social Housing (2012) 18,790 8

4 46 Social Houses (2011) 6,738 6

5 Social Housing in Carabanchel (2010) 20,000 7

6 114 Public Housing Units (2012) 11,300 8

7 Residential Center Cugat Natura (2012) 17,000 5

8 120 Social Housing in Parla (2012) - 5

9 BBK Sarriko Center(2012) 20,362 8

10 85 Sheltered Housing Units (2009) 8,925 6

Table 3. Facilities’ Characteristics

No Facilities’ Characteristics

1 51 housing of 36 square meters for youth & follows program

2 Connect a city and, make plaza

3
154 housing for youth & senior, nursery, community center, rental 

parking lots

4
Make courtyard by small plot & high-rise, rooms secure courtyard 

view & street view

5
Facade have random different height image with protrusion 

balcony for housing individuality. 

6 Having large south facing balconies

7
Consisted of two connected buildings and rooms, service 

facilities, and a walkway.

8
Because Low-cost housing for youth, designed minimum standard 

solutions.

9 Recycled materials used the main frame and interior finishes.

10 Each user makes the space their own by using terrace.

Table 4. Lo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ases

Source. Goolgle Map (2019). Retrieved from https://www.google.

com/maps/; Archdaily Spain Social Housing (2019). Retrieved from

http://arch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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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사례는 광장을 포함하고

있고, 각 동별로 발코니, 테라스가 계획되어 있었다. 또한

개별 실의 채광을 고려하였다.

2. 지역적 특성 및 배치계획 특징

A 타입(no. 1~5)의 경우 주택 임대가 주 목적으로 도

심 속에 위치하였다. B타입(no. 6~10)의 경우 주거 공간

임대와 더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공간제공의 목적도 포

함하고 있어서 지가가 저렴한 교외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

향을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각 지역마다 사회적 역

할을 하는 시설과의 접근성과 내외의 전망, 채광을 위한

배치에 공통된 경향이 나타난다.

스페인의 건축물은 지중해성 기후와 강한 햇빛 등의 환

경의 영향으로 남향 배치보다는 다양한 향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슬람의 문화와 스페인의 문화가 결합해 만들어진

독특한 양식으로 스페인 식 가정의 안뜰 또는 아파트의

공동정원인 빠띠오(Patio)를 통해 건물 안에 마당을 둔, 중

정형의 배치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3. 단위세대 및 주동계획의 특징

각 사례별 단위세대 면적은 20~36 m2 (7~10평방미터)

로 1인실의 단위 모듈로 구성 되어있다. 그러나 예외적으

로 공용부엌과 거실을 활용하는 형태로 실을 3개 포함하

는 단위세대도 있다(no. 4).

또한 단위세대와 연계하여 개별 중정/휴게공간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no. 5).

모든 단위세대에는 거실, 부엌, 화장실로 구성이 되며

채광과 조망을 위한 창이 포함되어 있다. 각 단위세대는

연속적으로 배열되는 등 병렬식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복도, 편복도(내부, 외부) 등 복도 유형에 따라 공용공

간의 폭이 달리 계획 되었다.

주동의 형태에 따라 개별 단위세대의 내부 구성은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사례가 휴게공간, 코어공

Table 5. Floor Plans(Unit Plan & Community Plan) No. 1~10

Figure 4. Patio in Cases (no.2, no.3, no.4, no.9)
Source. Archdaily Spain Social Housing (2019). 

Retrieved from http://arch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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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커뮤니티 공간 등 공용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입·단면 계획의 특징

단면상 평이한 적층식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색

과 재질에 변화를 주어 입면의 다양성을 추구하였다(no.

3). 층고 및 주동 높이의 차이, 창의 크기에 변화를 주어

비례감이나 통일감을 벗어나는 사례도 있다(no. 7, 8).

또한 발코니를 독특하게 디자인하여 단조로움을 벗어나

는 계획안도 있었다(no. 5, 6, 10). 국내 임대주택의 획일

화된 형태와는 달리, 단위세대의 획일성에도 불구하고,

입·단면 계획상 다양성과 변화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5. 공간구성에 따른 특징

사례별 공간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A타입(no. 1~5, 임대위주의 건물)의 사례는 청년

임대주택의 정책에 따른 임대기능위주의 공간을 제공한다.

실내에는 모두 거주자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며 공용공간

은 복도형태의 휴식 공간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실외에는 공용공간을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중정이 그에 속한다.

B타입(no. 6~10, 임대+프로그램)의 사례는 청년들을 위

한 임대기능의 공간을 충족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

한 공용공간도 존재했다. 공용공간에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외부 공용공간도 존재하고 있으며, 거

주자들의 편의와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실내 공용공간

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컨퍼런

스룸, 휴게와 토론이 가능한 카페, 사회적 소속감을 키울

Table 6. Elevation, Section and Circulation

Table 7. Composition of the Facilities_A-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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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회의공간,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휴

게공간 등이 이에 포함된다. 거주자들은 공용공간에서 커

뮤니티 활동을 하며, 개인별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편의상 분류하기는 했으나, A, B타입 모두 거주자들을

위한 저렴한 거주공간과 더불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외

부 공용공간이 계획되어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후자인 B타입의 경우, 거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

용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건물 내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IV.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의 시사점

스페인의 청년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반영한 사례 10곳의

계획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국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첫째,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측면은 다음과 같다.

사례건물의 배치형태는 크게 중정형, 평행형, 수직형으

로 3가지 형태로 나타나진다. 각 배치에 맞게 공용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상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주

차장을 사용하는 공통된 계획이 보인다. A타입 배치의 경

우 대부분 중정형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자 위주 외부공간

계획의 경향이 있었다. B타입 배치는 평행, 수직 등의 다

양한 형태가 있었으며, A타입의 경우보다 열린 공용공간

계획과 외부에서의 접근도 허용했다.

둘째, 단위세대 및 주동계획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단위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원룸

형태의 1인실의 모듈에서 침실 등의 방이 추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면적은 20~36m2선에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위세대들은 병렬식 구성이 나타났으며, 채광과 조망을

Table 8. Composition of the Facilities_B-type

Table 9. Characteristics’ Diagram_Elevation & Section

Table 10. Siteplan Characteristics’ Diagram

Table 11. Characteristics’ Diagram_Unitplan & Cor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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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중복도, 편복도, 코어형-복도로 구성되어있다.

셋째, 입면 및 단면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효율성과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에

단순하고 평범한 디자인과 입면계획이 주를 이룬다. 이에

반해 스페인의 사례에서는 파사드, 색채, 형태 등의 지역

에 맞게 특이점을 가지며, 건축가의 의도가 다양하게 펼

쳐진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외관적으로는 일반주택과

의 차이를 줄이며, 청년임대주택이라는 선입견을 해소시

켜준다.

넷째,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앞서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모든 사례의 경우 청년층을 위한 주거공간과 공용공간이

존재했다. 차이점으로는 주거공간의 기능을 위주로 설계

한 A타입과 주거공간과 함께 프로그램이 작동 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하는 B타입이 있었다. A타입의 경우 단순

히 청년 주거 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B타입의 경우 주거 난을 해소 할 뿐만 아

니라 청년임대주택 내에서 제공 되어지는 공간을 통해 사

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발전가

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특히 B타입의 경우 핵심 커뮤니티 공간이 주로 저층부

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국내 반영 시 주동의 공용 공간

곳곳에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다섯째, 청년임대주택의 계획에서의 단지적 차원의 접

근 및 지역커뮤니티 연결의 계획적 차이점이다. 현재 국

내의 청년주택의 경우 LH 및 SH에서 노후주거지 매입후

렌탈하는 방식 또는 신축모듈러, 공유공간(청년청) 등 건

물 하나에 집중하는 단동건물의 측면으로 접근하였다(LH

& SH, 2019). 즉, 외적으로 지역재생이지만 건물하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스페인에서는 6, 7, 8, 9번의 사례와 같이 건축계

획단계에서부터 단지차원의 접근을 볼 수 있으며, 더불어

광장 및 시설 면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했다는 점에

서 계획적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일례로 사례 5, 6번

처럼 지역의 광장을 건물에 연계시켜 끌어오는 방식이 있

었으며, 사례6, 10번처럼 다목적실, 오피스 등의 시설을

지역커뮤니티와 연결한 것을 들 수 있다. 추가적으로 9번

의 사례와 같이 지역재생지에 청년임대주택을 재생범위로

포함하여 광장 및 시설을 연계한 경우에서처럼, 도시재생

의 범위에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정책적 측면도 반영된 경우이다. 정부의 주도하

에 공공건물 및 대지에 적용시킨 것과 민관협력을 통한

VPO공급이다. 전자의 사례로 1번 건물을 들 수 있다. 바

르셀로나 시의회에서 공공시설을 위한 부지로 선정되어

비어 있었으나, 청년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하

기 위해 용도변경 후 ‘Fundacio Familia i Benestar’의 민

간재단의 지원을 받아 청년임대주택을 건축한 사례이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VPO를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

치시킨 민관협력의 사례를 보자면, 2번사례-‘Suelo y

Vivienda de Aragon’, 6번사례-‘VIMUSA’, 8번사례-

‘Ivima’ 등을 들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청년임대주택 확산에 앞서, 국외 정책

및 사례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

적이 있다. 스페인은 청년임대주택 확산을 위해 정부 주

관의 민간협력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공용공간을 포함한 창의적 디자인을 내세운 사례와 공용

공간을 포함하면서도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연관 및 단

지차원의 접근을 중점으로 둔 시설과 함께 정부의 정책

적 측면이 적용된 사례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스페인의 청년주택의 정책적 특징은 크게 민간 협력과

재사용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임대

료에 대한 지원과 부족한 재정문제를 민간협력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기관 건물이나 노후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여 청년임대주

택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확산하려는 특징이 있었다.

주거계획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배치에서부터 코어, 공

용공간, 단위세대 모듈까지 각 실의 개수와 임대 기능 위

주에서 벗어난 공용공간과의 연계성과 커뮤니티의 공간에

집중한 것에서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외적으로는 과

감한 색채와 파사드를 보여줌으로써 청년임대주택의 디자

인적 다양성과 변화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스페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 안을

바탕으로, 청년임대주택에 있어서 도시재생 및 지역커뮤

니티와의 연계를 통한 계획적 측면과 함께 단지적 차원

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국내 청년주거환

Table 12. Community Facilities’ Diagram & Characteristics

Figure 5. Diagram about Complex Type in Spain
Source. Diagram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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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개선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

력과 계획적 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각 예시들의 실측자료와 현재 사용자들의 사

용 현황에 관한 자료조사가 부족하였고, 운영함에 있어서

의 수익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다양한 계획안에 대

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청년임대주택의 틀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즉 한국의 현 상황에 맞게 반영 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과 민-관 협력에 대한 경제적 부분, 임대주택이라는 편견

을 깨는 디자인과 설계안의 다양성, 지역재생의 차원 및

단지차원에서의 접근방법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발

점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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