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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 공공임 주택을 꾸 히 공 하여 왔다. 하지만 5년 공공건설 임 주택은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 으로 하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 임 주택
의 부도 실태와 부도 험에 처해 있는 아 트 단지를 심층 사례 분석하여 부도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 문제 해결을 한 실질 인 응방안을 제안하기 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 임 주택의 공 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리·감독 소홀

과 부실한 임 주택 리회사의 부도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근본 으로 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정부에서 꾸 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 48개 아 트단지에 

9천 여 세 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어, 부도의 을 근본 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 주택의 부도는 리업체의 부실, 철 하지 않은 정부의 리감독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

하고 있지만 근본 인 해결을 해서는 부실 임 주택 리 업체가 근본 으로 공동주택 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 주택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응책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부도임 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아 트로 

확 하거나 재정 등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의해서 공 되는 공공건설 임 주택의 신규
공 은 면 으로 재검토 는 단 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공공재∣공공임대주택∣부도주택∣주거안정∣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public rental housing to stabilize civilian dwelling. 
However, unreliable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threatens the stability of residency. 
This study analyzes the default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cause of default through a case 
study, which was intended for the residents in apartment complexes in danger of default. It also 
suggests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the problem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results are 
listed as follows.
First, rental housing apartments contribute a lot to the housing stability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default of housing development, which is derived from the bankruptcy of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and the negligent control of government, brings about a serious problem 
for housing stability. 
Second, although the government has made a steady effort to solve this default  problem, 9000 

residents from 8 apartment complexes in Korea have experienced extreme unstable residency. 
Third, there are many causes for the default of public rental housing such as unqualified 

management companies and cursory monitoring by the government.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o prevent public rental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from managing , or to build a new 
management system of public rental housing.
To solve this problem, it's recommendable to delete the application term in the special  law 

on the default of public rental housing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all  default apartments. If 
it is not possible to perform the policy for financial reasons, a new supply of civil housing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needs to be re-examined completely or banned. 

■ keyword :∣Public Goods∣Public Rental Housing∣Housing Default∣Housing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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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해 과거 단독주택지

로 공 해오던 정책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

요에 따르는 공 물량 조달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주택공 을 해 1980년  후반부터 국에 걸쳐 본

격 으로 공동주택인 아 트단지를 개발 공 하기 시

작하 다. 그 시 에 우리나라 경제 활성의 주도 인 

역할을 한 것이 건설 분야 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주택의 소유개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

다. 이러한 아 트 단지는 개발의 주체에 따라 공공아

트와 민간아 트, 유형태에 따라 분양아 트와 임

아 트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민간아 트는 공공아 트보다 주택 규모

가 크고 가격도 높은 반면, 공공아 트는 서민들의 보

자리 아 트로 공 되었다. 특히, 공공임 아 트(주

택)인 구임 주택이 1989년에 공 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서민을 한 공공임 주택 공 이 본격화 되었

다. 그 이후 1992년의 50년 공공임 주택과 5년 공공건

설 임 주택의 공 이 이루어 졌고, 이러한 추세는 

1998년 국민임 주택과 2004년 10년 공공건설 임 주

택 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을 한 다양한 방법으로 주

택 공 정책이 시행되어왔다.

공공임 주택은 주택 유형태의 하나로, “정부 는 

공공기 이 비 리의 임 목 으로 소유· 리·운 하

는 주택”으로 공공임 주택의 공 은 주택 구매력이 약

한 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안

망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1].

이처럼 지속 으로 공공임 주택을 건설  리하

고는 있지만 공  비 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근본 으

로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 표 인 것이 

5년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이다. 2012년 재 48개 

단지 9,071호가 부도로 인해 주거안정에 심각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술한 바와 같이 서민의 주거안

정을 해 공 해온 공공건설 임 주택이 체계 인 공

  리방법의 미숙으로 인해 공 물량의 일부이긴 

하지만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고, 여기에 향을 받고 

있는 사람 한 주로 사회 약자인 서민들이다. 즉, 서민

의 주거안정을 한 정책으로 추진된 공공건설 임 주

택 공 이 오히려 서민의 주거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 , 공공임 주택임에도 불구하

고, 부도 등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있

는 5년(10년) 공공건설 임 주택1의 부도실태와 이에 

해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처하 는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도문제가 계속 발

생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기 해 사례 아 트 단지를 

선정하여 심층 실증 분석함으로써, 향후 부도를 최소화

하기 해 정부가 어떻게 응하여야 하는가에 한 정

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상 자료는 공공임 주택2을 상으

로 하되 술한 바와 같이 ‘부도’라는 실에 직면해 있

거나 우려가 있는 5년 혹은 10년 공공건설 임 주택을 

심으로 분석한다. 한, 정부에서 공식 으로 발표된 

통계자료 등으로는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 경향을 

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2012년 7월)가 제공한 내부자료와 재 공

공임 주택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 표  임원진의 인

터뷰조사, 임차인 표회의에서 실시한 자체조사 그리

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임 주택 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3 연구에 활용한 주요 자료에 한 

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 5년 공공건설 임 주택은 공공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이 건설하고 리하는 임 주택으로 5년 거주 후 분양 환이 가능하

여 사실 상 5년 임  후 분양주택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로 인해 주

로 민간업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공공임 주택에 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임 주택이란 임 목 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 건설임 주택  매

입임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임 주택법 제2조 시행령 2조). 건설

임 주택은 임 사업자가 임 를 목 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건설 임 주택과 민간건설 임 주택으로 구분

하며, 매입임 주택은 임 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

득하여 임 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 연구의 주요 상인 공공건설 임

주택은 국가 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임 하는 

주택, 국민주택기 을 지원받아 건설․임 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

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 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임차인들의 인터뷰나 회의 내용이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객 성이 결여 될 것으로 단되지만, 부

도에 한 실태의 경향 악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로 택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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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에 사용한 주요 자료들

조사항목 자  료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현황

*국토교통부 e-나라지표(2013.4)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2. 6)

*민간건설 임대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2. 6)

*부도발생 현황과 원인, 문제
점, 지역사회의 대응, 부도억
제를 위한 정부 대응

*전문가 및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
의 회장 등 인터뷰 조사(2012. 8)
*D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자체조사 (2012. 8)

3. 선행연구 검토
재 공공임 주택은 주택공 의 한 축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의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서민

들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사회안 망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입안자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지

속 인 연구 상이 되어 왔다.

구체 인 연구를 살펴보면 임 주택 거주자의 특성

과 거주 만족도에 한 연구와 임 주택 련 제도의 

정비방안이나 정책 개선방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직 인 계가 있는 공공건설 임

주택에 한 연구로는 주택공  등 정책과 제도 인 

측면에서 근하고 있는 연구와 공공건설 임 주택의 

표  문제 의 하나인 분양 환에 한 연구들이 

부분이고,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공공건설 임 주택에 한 선행연구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정책과 제도에 한 연구로는 민간건설 

공공임 주택의 문제 과 개선방안에 한 연구[2], 임

주택의 황과 법  문제에 한 연구[3], 임 주택 

공 정책에 한 연구[4] 등이 있다. 그리고 분양 환제

도 개선에 한 연구[5]와 분양 환가격에 한 연구[6]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으로 다루고 있는 공공건

설 임 주택의 부도문제에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

다. 이처럼 서민주거안정을 근본 으로 흔들 수 있는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문제에 한 연구가 없는 가

장 큰 이유는 부도임 주택에 한 기 인 통계 자료

수집이나 근이 어렵고, 구체 인 사례를 악․분석

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 분야와 상을 실증 으로 분석한다는 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현황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
1960년  이후 경제개발과 함께 국민의 생활안정

책의 일환으로 주택공  확 를 실시하 고, 1980년

에 어들면서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즉 아 트

를 심으로 주택부족해결과 주거안정을 해 공 하

기 시작하 다. 그 결과 2002년에는 주택 보 률 100%

를 달성하 다. 이와 같이 통계 으로는 모든 국민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로 나타났지만, 지역과 소득

계층간의 격차는 여 히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서민 

주거불안은 지 도 사회 인 문제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주택 

보 을 역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그림 1]과 같이 정

부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989년 구임

주택 공 을 시작으로 공공임 주택을 건설 공 하고 

있다. 체 인 공  황을 보면 공공임 주택 건설

기에 14만호 정도의 공 물량이 1993년까지는 계속 감

소해왔고, 그 이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증가 추

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을 기 으로 감소하고 있

는 상을 알 수 있다.

체 공  물량의 추세를 보면 13  정권에서는 한국

주택토지공사(LH)가 주도하 으나, 1993년부터 2001년

까지는 민간사업자가 주도하 고 다시 2001년을 기

으로는 LH가 공공임 주택 건설공 의 심이 되어 

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체물량 에 지방자치단체

가 심이 되어 공 한 경우도 있지만 기를 제외하고

는 그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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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공임 주택의 공 실 은 OECD국가 평균

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공공임 주택 수요에 한 

선행연구를 참조해도 공공임 주택의 공 량은 

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8].4

표 2. 선진국의 장기임대주택 비중[9]

구분 한국 국 랑스 일본
OECD
평균

비중(%) 5.0 17.1 19.0 6.1 11.5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현황
공공임 주택은 임 기간에 따라 [표 3]과 같이 구

임 주택, 50년 공공임 주택, 국민임 주택, 5년  10

년 공공건설 임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5

구임 주택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공 이 이루

어지다가 단된 뒤 2009년에 재개된 유형으로 1998년

부터 시작한 국민임 주택과 더불어 재까지 많은 공

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임 주택의 공 량을 살펴보면 서울이 가

장 많고, 경기, 부산, 구 등 도시가 그 뒤를 잇고 있

다. 이에 반해 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5년 공공건설 임

주택은 남, 강원, 경남 순으로 공 량이 많고, 부도 발

생의 험이 잠재되어 있는 10년 공공건설 임 주택은 

경기, 남, 경남 순으로 나타나 주로 지방에 많이 건설

된 것을 알 수 있다. 

4 [8]의 연구에서는 2020년까지 공공임 주택 유효수요량을 210만호

(2011년 재 89만호)로 제시하고 있다.

5 구임 주택은 렴한 임 조건(보증 , 월임 료)으로 구 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며, 기 생활수 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안

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해 건설된 주택이다. 국

민임 주택은 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해 정부재정과 국민주

택기 의 지원을 받아 LH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 하는 공공건설임 주택이다. 국민임 주택의 임 조건은 

시  세시세의 55~80% 수 으로 렴하며, 주거환경이 쾌 하고 

소득가구, 신혼부부, 독신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하는 우리나

라의 표 인 임 주택 정책이다. 공공건설 임 주택은 5년(10년)의 

임 기간 종료 후 분양 환하므로 소유권을 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이다. 공공임 주택이 LH, 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에 의해 공 되지만 

분양 환이 가능한 5년(10년) 공공건설 임 주택만이 민간이 건설·

리가 가능하다.

구분
구임  
주택

50년 
공공임
주택

국민임  
주택

5년
공공건설
임 주택

10년
공공건설
임 주택

임대
기간 50년 50년 30년 5년 10년

공급
주체

LH, 지자체, 
지방공사

LH, 
지자체, 
지방공사

LH, 
지자체, 
지방공사

LH,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LH,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공급
시기

‘89~’ 93, 
09년 재개 ‘92~ ‘98~ ‘92~ ‘04~

재고
현황 190,679 100,882 386,129 129,138 84,238
서울 45,998 74,018 16,200 140 93
부산 26,171 1,963 11,283 2,663 546
대구 18,744 2,628 11,025 3,218 952
인천 8,354 1,433 18.510 2,243 1,555
광주 13,920 1,011 24,205 6,596 1,306
대전 12,437 1,584 11,685 3,719 1,063
울산 2,362 888 5,857 90 156
경기 19,724 6,046 143,795 9,072 18,958
강원 4,561 1,188 14,259 18,272 6,425
충북 6,139 2,071 20,662 9,186 4,709
충남 4,668 1,792 19,251 9,829 6,136
전북 9,415 1,999 25,543 5,781 9,396
전남 5,001 476 14,987 33,803 12,853
경북 7,244 1,720 18,194 9,748 9,558
경남 4,845 1,375 25,386 13,846 10,286
제주 1,096 690 5,287 932 246

표 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10]
(단위 : 호,‘11년말 기준)

3.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현황과 특징
본 연구의 경우 임 주택의 ‘부도’라는 키워드로 시작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도’로 사회 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5년(10년) 공공건설 

임 주택에 하여 구체 으로 살펴본다. 이들 주택의 

최근 건설 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5년 

공공건설 임 주택의 공 은 2009년 이 에 비해 감소

하고 있지만, 남, 강원 등의 지방을 심으로 지속

으로 공 되고 있으며, 10년 공공건설 임 주택은 오히

려 2010년 이후에도 많은 물량이 공 되고 있다.

표 4.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연도별 공급현황[10]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5년 공공임대주택 8,564 7,079 7,963 1,608 3,072
10년 공공임대주택 18,201 15,361 25,311 34,030 28,824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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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7년에서 2011녀까지의 공 을 지역별로 보

면 [그림 2]와 같이 5년 공공건설 임 주택은 비수도권

과 역도를 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10년 공공건설 임

주택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공 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 시기에 공 의 주체는 민간에 의해 공 이 

가장 많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민

간에 의해 공   리되고 있는 공공건설 임 주택이 

‘부도’라는 문제의 심에 있다.

그림 2. 지역별 공공건설 임대주택 현황(2007-2011)[10]

그림 3. 건설주체별 공공건설 임대주택현황(2007-2011)[10]

그리고 공공건설 임 주택은 임 의무기간 5년 혹은 

10년이 경과한 후에 임차인 등에게 분양 환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5년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분양 환 실

은 분양 환 시기가 도래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증

가하 으나, 분양 환 물량이 해소되는 2009년 이후부

터는 분양 환 실 이 히 어들고 있다.

그림 4.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실적(2012.6)[7]

이 게 공 된 공공건설 임 주택은 ‘부도’라는 문제

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한시 이지만 임 주택으

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과 주변시세보다 렴한 분양

환 가격으로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

다는 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Ⅲ.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실태와 정부대응 

1.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발생 실태
공공건설 임 주택은 공공의 이름으로 건설· 리되

고 있지만 5년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문제는 매년 

발생하여 사회  문제로 두되었고, 이에 응하기 

해 ‘부도임 주택 특별법(2007년)’이 제정되었다. 법제

정 후에는 그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부도 상은 계속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연도별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현황[11]

구분
발생 정리 년말기

사업장 사업장 사업장 세 수

2002 33 48 542 109,043
2003 21 38 525 92,752
2004 26 131 420 72,543
2005 42 72 390 62,607
2006 84 161 313 65,558
2007 32 109(5) 236 46,748
2008 39 61(81) 214 42,034
2009 28 126(55) 116 28,586
2010 24 52(20) 88 19,221
2011 13 53(14) 48 9,071

 * (  )안은 LH의 연도별 매입실적 물량으로 정리사업장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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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 에도 상당수의 사업장이 부도를 나타내

고 있었고, 2002년에 33개사업장, 2003년 21개사업장으

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84개단지로 가장 많은 부도 

사업장이 발생하 다. 그 후에도 년도별로 32개단지, 39

개단지, 28개단지로 차 어들고 있지만, 2011년에도 

13개 아 트단지에서 부도가 발생하 다.

그리고 2007년 ‘부도임 주택특별법’ 시행 등에 따라 

부도임 주택을 LH공사가 심이 되어 지속 인 매입

에 힘입어 매년 총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2011년 재

에도 48개 아 트 단지가 부도 상태로 남아있다.

당해 연도 년말기 으로 부도사업장을 보면 2002년

에 542사업장에 109,043세 로 나타나 공공건설 임 주

택의 부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다. 

즉, 주거 약자로 불리는 소득층이 주택마련과 유지

리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발생 건수는 어보이지만  발생 사업장은 상당

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까지 지속되다가 

2005년 이후로 정부노력으로 상당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2010년에 100개사업장 이하로 나타나 

2011년 재에는 48개 사업장으로 2002년의 10%이하

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업장 수에 비해 세

수는 많은 것으로 악되어 주택정책에 많은 시사

을 던져주고 있다.

부도가 발생한 48개 단지 9,071호  80%가 재 경

매가 진행 에 있으며, 분양 환 된 임 주택은 11.5%

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환 된 주택 역시 정

상 인 가격이나 구매의향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

라 상당수가 임차보증  손실 등 불안한 심리  단에

서 진행된 것으로 인터뷰 조사결과 알 수 있었다.6

그림 5.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진행상황[11]

6 2011년-2012년 공주 우마을(공공건설 임 주택)에서는 부도 등의 

에 따라 일부 임차인들은 불안을 느껴 분양 환을 하 다는 것

을 임차인 표의 인터뷰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 부도억제를 위한 정부 대응
5년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문제가 나타나기 시작

한 2000년  부터 정부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응책을 마련하 다. 그 표 인 것이 2005년

에 발표한 ‘부도임 아 트 6.7 책’이다. 이 책을 통

해 정부는 ‘분양 환자  지원’, ‘임차인 경락지원’ 등이 

실시되었지만, 2005년과 2006년에도 부도 임 주택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치권의 법제화 등을 통해 ‘부도

공공건설 임 주택 임차인 보호를 한 특별법(2007.7)

이 시행되었다.

표 6.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대응책

구분 주요 내용

임대주택에 저당권 
설정 제한(2002.12)

-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에 있는 임대
사업자에게도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 제한

- 2003. 6. 27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
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

부도임대아파트 
6.7대책 (2005.6)

- 경매위기 단지 조치 구체화
- 분양전환자금 지원
- 임차인 경락 지원
- 퇴거자에 대한 지원

경매위기 단지 조치 
구체화
분양전환자금 지원
임차인 경락 지원
퇴거자에 대한 
지원(2005. 7)

-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미조치 시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제42조)

- 기금 대출 금리 %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 부과
(제39조)

-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50% 금액이하의 과
징금 부과(제40조)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2007.7)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보전
- 적용대상은 2005년 12.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 등
이 발생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개정(2013. 12)

-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위해‘부
도 등’요건 구체화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
- 임차인 제공정보 및 제공방법 규정

* 주) 국회입법정보 및 정부 예고 및 보도자료 등 참조 정리(2013년 4월)

특별법에서는 부도 공공건설 임 주택 임차인의 임

보증  액보 과 매입을 통한 국민임 주택으로 

공 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 다. 그러나 산 등의 이유로 용 상을 

한시 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 한 해결책을 찾

지는 못하고 있다.

한 최근에는 임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의 

임 보증  보호 강화 등을 해 ‘부도 등’의 요건을 구

체화하고, 공공건설 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

사 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에 임 보증 에 한 

‘보증가입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보증보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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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 고, 임 보증 과 임 료 상호 환 시 임차

인에게 제공할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을 규정함으로

써 상당 부분은 제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도 공공건설 임 주택 임차인 보호를 한 

특별법’ 시행 후 정부는 [표 7]과 같이 LH를 통해 지속

으로 매입하 으며, 그 결과 부도 공공건설 임 주택 

수를 이는 가시  효과는 거두었지만, 부도문제를 근

본 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표 7.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입 현황 및 향후대책[10]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획
(세대) 12,961 4,076 1,003 873 -
실  적
(세대) 963 9,211 5,125 1,108 766

소요금액
(억원) 290 2,290 4,982 1,800 463

Ⅳ. 공공건설 임대주택 부도원인의 실증분석 

1. D아파트의 개요
공주시에 치한 D아 트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99세 로 평균 세보증 은 2천 5백만원이며, 

규모는 13평∼15평으로 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형

인 공공건설 임 아 트이다. 

*용도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803.21평
*층수 : 지하2층/지상15층, 용적률 : 200%
*세대수 : 499세대(13평형 318, 15평형 181)
*전세보증금(평균) : 2천 5백만원
*임대보증금/월세(평균) : 1천 9백만원/월8만 5천원

거주자

*기초생활(12명)
*새터민(5명)
*독거노인(12명)
*노부부(1명)
*다문화가정(11명)
*일반가정(220명)

가족
수

*1인(55.7%)
*2인(21.4%)
*3인(14.3%)
*4인(7.1%)
*5인(1.5%)

거주
형태

*전세 86.3%
*보증금+월세 13.7%

분양의향 있음 43.8% 부도 후 확정일자 58.4%
 * 주) 임차인대표회의(2012. 6) 등의 자체조사 자료 참조 정리.

그림 6. D아파트 개요

D아 트는 기 생활자,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표 인 주거약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 트이지

만, 입 시 확정일자도 설정하지 않아 부도문제에 

응하기 힘든 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

건설 임 주택이어서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고 임의로 

생각하거나 고령화 등으로 법  계에 해 잘 알지 

못하고, 이를 알려주는 리업체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9년 건설되었

기 때문에 재 분양 환의 상이지만 거주민의 반

이상(56.2%)은 ‘분양받을 의향이 없다’고 응 하고 있

으며,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 아 트의 입지 

조건, 리부실 등으로 분양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의 이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임차인 표와 주민들

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 부도원인과 지역사회의 노력
2.1 부도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발생 원인을 정부와 사업

자, 임차인 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인 책임은 사업

자가 부실하거나 법을 반하는 것에서 근본 인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그 표 인 것이 임 보증 에 한 

보증 가입을 하지 않거나 임 조건에 한 신고를 의무

화 하지 않고, 불법분양, 임 조건 등에 한 설명의무, 

표 임 차계약서 사용 등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

해를 심화·확산시키고 있다. 지하주차장, 수 등 시설

유지 리 소홀로 거주민조차 재의 아 트분양을 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

다.

정부 측의 경우도 부실한 사업자를 공공임 주택 건

설  리사업자로 선정하거나 임 보증  보증 가입 

 임 조건 신고, 불법분양 등에 해 담인력 부족, 

리시스템 부족 등을 이유로 리감독이 소홀한 것에

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임차인의 경우 부분 법률․정보 약자로

서 명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처가 어려운 상태이다. 즉, 임차

인은 공공건설 임 주택의 명칭과 의미를 믿고,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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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석과 인식 없이 부도라는 사태를 한 후에 보

증  소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도 후 확정

일자를 받은 거주자의 비 이 58.4%로 조사된 것에서

도 임차인의 처지를 알 수 있다.

구분 주요 원인

사업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주택에 대한 신고 미이행
·불법분양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설명의무 불이행
·부기등기 위반
·유지관리 부실

중앙
정부

·부실 민간사업자 선정
·공공건설 임대주택 관리시스템 부재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정비 미흡

지방
정부

·관리감독부실대처(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이행공문 발송
  (2006.10∼2011.6, 13회 발송)
 -보증가입 의무태만 사업자 고발

임차인 ·확정일자 받지 않음
·고령화, 정보부재, 법약자(대응력 부족)

표 8.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발생 원인

 * 주) 지방정부, 임차인, 전문가 의견과 관련 서류 분석 정리(2012. 8 기
준).

2.2 지역사회의 대응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로 인해 임차인이 체감하

는 가장 큰 피해는 거주불안과 재산상의 손실이다. 특

히, 재산상의 손실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매 등

의 발생 시 기 과 임 보증 의 합이 감정평가액 보다 

많기 때문에 실질 으로 임차인은 임 보증 을 액 

받지 못함에 따라 반발이 심한 상태이다. 조사결과 평

균 1,3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9. 부도로 인한 임차인 보증금 손실액(D아파트)
(단위 : 만원)

평형 기 임 보증 감정평가액

13평 3,000 2,186 3,883
15평A 3,000 2,980 4,883
15평B 3,000 3,254 5,457

 * 주) 임차인대표회 자료(2012. 6) 참조 정리.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이 연 하여,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

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도에 한 근본 인 해결을 해 법 개정을 한 

워크 , 공청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차인들은 임차

인 표회의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자신들의 의견을 

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 인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의 심리  고통은 지속

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 자료 : 임차인대표회의 자료 및 인터뷰조사(2012. 6) 정리.

그림 7. 부도에 따른 지역사회 대응 (D아파트)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에 한 기본 인 권리와 국

가가 국민의 쾌 한 주거환경을 한 책무를 해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 주택법, 임 주택법, 임

주택 임차인보호를 한 특별법, 보 자리주택건설 등 

주택 련법의 목 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에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며, 

근본 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에서 본 연구가 이

루어 졌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주거안정을 해 정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임 주택의 양  공 을 해 꾸 히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체 주택에서 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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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차지하는 비 은 5% 정도로 나타나 선진국에 비

해 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부는 1992년 도입된 5년 공공건설 임 주택

과 2001년 도입된 10년 공공건설 임 주택공 의 일환

으로 민간건설업체를 사업주체로 선정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의해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한 5년 공공

건설 임 주택의 부도로 인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

으로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즉, 리회사의 부실, 

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부도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임

차인에게 그 로 가되고 있다.

셋째,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에 한 자료 분석과 

당사자들의 인터뷰조사 등에서 부실한 사업자에게 임

사업권을 부여한 앙정부와 리감독이 소홀한 지

방정부, 임  사업자의 부실경 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

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주택정책에서 가장 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

공건설 임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이 오히려 

받고 있어 공공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이제는 공공건설 임 주택 제도의 근본 인 한계와 이

에 따른 법 개정  정책의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하여야 하는 시 에 와있다고 단된다.

2. 정책 제언
공공건설 임 주택의 부도문제에 해서는 이미 

2005년부터 본격 으로 제기되었고, 2007년에도 법 개

정이 이루어졌지만, 부도문제는 지 도 계속되고 있기

에 근본 인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5년  10년 

공공건설 임 주택 정책에 한 근본 인 재검토가 요

구되고, 확실한 응책이 도출되기 에는 더 이상 신

규 공 을 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여러 이

유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주택건설은 민간

이 담당하더라도, 주택 리는 공공이 직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술한 근본 인 응책이 빠른 시간 내에 힘

들다면 다음의 항목이라도 우선 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부도임 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단지로 확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

도주택의 문제는 부도발생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해당 주택에 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공공건설 임 주택을 상으로 할 경우 

국가의 재정  부담 가 과 임 사업자의 도덕  해이 

등이 우려되어 실화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다

음과 같은 사항들에 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1) 국민주택기 은 국민의 세 으로 조성되는 것이

고, 공공임 주택 리에는 그 만큼 안 성과 지

속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주택기  

출심사를 엄격히 하여 부도발생의 우려가 높은 임

사업자의 진입을 근본 으로 막아야 하고, 처벌

기 도 강화시켜야 한다.

2) 술한 내용이 정비되어도, 여 히 부도 험은 상

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

부가 공동으로 공공임 주택에 한 온·오 라인

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하는 것이 좋다. 컨  임 조건, 보증보험가입여

부, 등기여부, 임 사업자의 기본정보 등은 언제든

지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명확한 

달 체계를 갖추기 해서는 해당 세 에게는 오

라인으로 통지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 주택의 부도문제는 10년 공공건설 

임 주택이 분양 환 되는 2015년부터 더욱 증가할 우

려가 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세난을 완화하기 

해 본격 으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과잉 공

되고 있어 향후 사회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12

]7. 이에 주택의 공  못지않게 거주민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한 주택 리체계의 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본 연구는 임 주택의 부도에 한 선행연구와 자료 

취득 자체가 힘든 사항에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거

주민 인터뷰자사 등에 기 하여 진행하 다는 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반화  학문  의

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

7 [12]의 연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문제의 과잉공 을 지 하고 있

으며, 실제 이로 인한 부도문제가 실화되고 있다(SBS 2013년 11월 

6일 9시 NEW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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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 상아 트를 보다 확 하고, 부도라는 결과

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근본 인 사회  계까

지 다루고자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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