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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새로운 불법(편법)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저렴주거를 둘러싼 규제와 묵인의 역학 이선화*․김수현**
1)2)*

Discussion on New Illegal Housing in Big Cities of Advanced Countries
- Focused on Dynamics of Control and Endurance for Affordable Housing Sun Hwa Lee*․Soo Hyun Kim**

요약：전통적으로 불법주거는 무허가 정착지와 함께 개발도상국 특유의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선진국 도시에도 기존 주택의 지하실을 개조하거나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등의 불법(편법)
주거가 상당한 정도 분포하고 있다. 서울 역시 판자촌이 재개발사업을 통해 사실상 사라졌지만, 쪽방, 고
시원, 지하방 등 불량하거나 불법(편법)으로 개조한 주거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 주택은 새롭게 유입되는
이주 노동자들 뿐 아니라 청년 1인 가구나 노숙의 위험에 처한 빈곤층 등이 주된 고객이다. 절대적인 주택
재고가 충분하더라도 부담가능성 측면에서는 적절한 주택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새로
운 유형의 불법(편법) 주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모순적이다. 주택시장 상황이나 민원, 재난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규제’와 ‘묵인’을 반복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난방지 차원에서 제한적으
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임대시장 상황과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를 감안하면서 직접 규제와 간접 퇴출
정책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저렴주거, 불법주거, 쪽방, 고시원, 규제와 묵인
ABSTRACT∶Traditionally, illegal housing or squatter settlements are something peculiar in
developing countries. In big cities of advanced countries, however, illegal housing exists in a large
extent, most of which were converted from basement or accessory units. In Seoul, there are many
new types of illegal housing such as cubicles, basement, and roof tops after the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squatter settlements. These kinds of housing have been useful shelter for low income
households and immigrant labors. Even though some cities may have enough housing stock, they
are still lack of affordable housing for the poor. Therefore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to these
kinds of housing is contradictory. The government reiterate control and endurance in accordance to
the housing market condition and the disaster risk of the illegal structures. It is proposed for Seoul
city government to control these kinds of housing in a limited area just for preventing disasters at
the moment. More full scale control should be waited until housing affordability of the low income
households will improve substantially.
Key Words∶illegal housing, affordable housing, control and endurance, Seoul, New York, Hong Kong

*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협동과정 박사과정(Ph.D Student, Cooperative Course of Urban and Real Estate Studies, Sejong University)
**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Urban and Real Estate Studies, Sejong University), 교신저자
(E-mail: shkimsdi@sejong.ac.kr, Tel: 02-3408-3818)

106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4호 2013. 12

Ⅰ. 서론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
편법주거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1) 과거와 같이 남

전통적으로 불법주거(illegal housing) 혹은 비

의 땅을 이용한 대규모 무허가 정착지는 아니지

공식 주택(informal housing)은 국공유지, 구릉지

만, 건축법의 규정을 교묘하게 어기면서 방을 늘

나 저지대 등에 불량한 재료를 이용하여 주민들

리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개

스스로 무단 건축한 주택을 의미해 왔다. 이들 주

조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반)지하

택은 또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방이나 옥탑방, 상업용 건물 등을 쪼갠 고시원, 쪽

집단적으로 자생적 정착지(spontaneous settle-

방 등이 대표적이며, 홍콩에서도 옥탑방(roof

ment) 또는 무단 점유 정착지(squatter settlem-

top), 쪽방(subdivided unit), 타이베이의 옥탑방

ent)를 형성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판잣집, 무허

등 비슷한 방식의 불법(편법) 주거가 지속되고 있

가 주택이라는 개별 주택을 부르는 말이 있는가

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합법주택을

하면, 판자촌, 달동네, 영세민촌, 무허가 정착지 등

개조해서 원룸을 여러 개 만들거나, 근린생활시설

마을 단위를 일컫는 용어도 있다.

등 비주택 공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방식 등도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

성행하고 있다. 모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으로 건축된 집단 주거지가 만연하고 있다. UN

어렵지만, 서울의 경우 인구의 약 10%2), 홍콩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류의 슬럼에

2.4%(Transport and Housing Bureau, 2013) 정도

거주하는 인구가 8억 6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가 이런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될 정도이다(UN Habitat 홈페이지). 이들 무

있다.

허가 정착지는 개발도상국가들의 빈곤과 열악한

그런데 이런 현상은 주거사정이 나쁜 일부 동

주거상황을 상징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아시아 도시에만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미국, 영

으로는 도시유입 노동력들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

국, 캐나다 등 일찍부터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

공하는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한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불법, 편법 주거

성장하고, 도시 개발이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의미

가 확대되고 있다. 뉴욕, 런던에서는 주택의 지하

의 불법주거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대표

실이나 차고, 창고 등을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주

적으로 동아시아의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은

택으로 개조하여 세를 놓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한때 무허가 정착지가 만연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뉴욕에서는 이런 유형의 주택이 10만 호 이상 있

사라진 상태이다. 이들 불법주거지를 공공(임대)

는 것으로 추정되며(Perine and Watson, 2011),

주택으로 개발하거나, 상업적으로 재개발하면서

런던에서는 창고주택 등이 1만 호가 넘는 것으로

양호한 주택으로 개선한 것이다(김수현, 2011).

알려져 있다(Rogers, 2012). 캐나다 캘거리 시의

1) 이 논문에서 표현하는 불법, 편법, 합법주택은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이른바 건축법적 기준에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합법주택과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며, 편법적인 이용이 만연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이 논문이 불법과 편법을 강조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의 전통적
인 불법주거(illegal housing)와 대비하여 선진국들의 새로운 불법주거 문제를 살펴보려 하기 때문이다.
2) 서울의 쪽방, 고시원, 지하방, 옥탑방의 규모를 단순계산하면 11.2%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주거가 모두 불법(편법)적인 것은 아니며, 이미
양성화 조치를 통해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합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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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런 유형의 주택이 4만～6만 호에 달한다
(Rassel, 2013).

이 논문은 이렇게 선진국들에서도 새롭게 등장
하고, 또 확산되고 있는 불법(편법) 주거의 상황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불법 또는 편법 주거가

을 진단하고, 그를 둘러싼 정부 태도를 살펴보는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 대도시에서 1인 가구를 포

한편, 그 배경을 이루는 정부 정책의 이중성을 확

함한 유동성 높은 계층들의 저렴주거 수요가 높기

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불법(편

때문이다. 즉, 기존의 합법적인 정상 거처가 자신

법) 주거가 갖는 성격을 규명하고, 향후 그 대응

들의 소득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거나, 불법체류

원칙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

등 신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주거를

저, 자본주의 국가는 주택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집 또는 건물주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불법(편법) 주거

도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

를 보는 시각을 정리했다(2장). 이어서 홍콩, 뉴

에 개조비용, 단속 위험성 등에도 불구하고 이 방

욕, 서울의 새로운 불법(편법) 주거 상황과 정부

식을 추진하게 된다.

의 대응을 정리하고(3장), 이들 주택에 대한 ‘규

이러한 유형의 주택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

제’와 ‘묵인’의 역학을 설명했다(4장). 마지막으로

다. 무엇보다 화재, 붕괴 등의 재난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주거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며, 정

홍콩에서는 관련 사고가 빈발하고 우리나라도 고

부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제안하는

시원 화재로 인명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또 주택의

것으로 논문을 매듭지었다(5장).

안전성, 채광, 환기, 소음, 과밀 등 인간다운 생활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사례

을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자료 구득의 어려움

문제는 보다 근본적이다. 비합법 주택을 등록하지

이 있었다. 서울에서도 쪽방, 고시원 등은 체계적

않고 임대하는 데 따른 탈세 문제도 있다. 또 불법

인 실태조사와 행정자료가 있었지만, 다른 유형에

체류자 등이 밀집되는 데 따른 사회적 문제도 무

대해서는 경향성만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뉴욕,

시할 수 없다.

홍콩의 경우 저널리스트적인 자료는 다양한 편이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지만, 본격적인 실태조사나 행정자료는 부족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건물 내부에서

따라서 보다 심화된 비교분석을 시도할 수 없었다

이루어지는 불법개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는 한계가 있다.

인 문제 외에도, 현실적으로 도시 내 저렴주거가

또 한 가지는 분석틀의 담론적 추상성이 높다

부족한 상황에서 엄격히 단속할 경우 임대료가 오

는 점이다. 국가의 이중적 기능에 입각한 ‘규제’와

르거나 주거마련이 어려운 계층이 생기기 때문이

‘묵인’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추상적

다. 이에 따라 명백한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거나

이거나 상식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정

인근 주민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단속하고

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이해하는 데 그 이상의 틀

규제하지만, 대부분은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을 찾지 못했다. 이 한계는 향후 주택시장의 정치,

‘제도적으로는 규제’, ‘현실에서는 묵인’이라는 모

경제, 사회적 상황과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일반론

순적이고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을 정립하는 보다 심화된 연구를 통해 극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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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김수현, 2011: 39).
반면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화와

Ⅱ. 불법주거, 저렴주거와 국가 역할

산업화를 동시에 겪은 데다, 강력한 도시계획 규
범을 일찍부터 갖췄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에서

무허가 주택 혹은 무허가 정착지는 개발도상국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무허가 정착지는 찾아볼 수

가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들 국가의 대도시들은

없다. 즉, 국공유지나 남의 땅에 무단으로 대규모

급격한 인구증가를 겪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보면 도시지역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저임금 노

다. 그러한 일은 도시관리 차원이나 재산권 보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의 원동

차원에서 용납되기 어렵다. 또한 1960년대부터는

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낮은 경제수준으로

주택의 절대부족이 해소되고, 저소득층의 주거문

인해 정부는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할 여력

제도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통

도 의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무허

해 완화됨으로써 개발도상국가의 주택문제와는

가 정착지를 통해 시급한 주거문제를 자구적으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국가 개입을 통해 이른바

해결하게 된다(김수현, 2011: 38).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3)의 공급

때문에 무허가 주택은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을 늘려왔던 것이다(Kemp, 2007: 1～13).

저렴주거로서의 실질적 기능 때문에 정부로서는

하지만 부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묵인, 포섭하거나 개발을 하더라도 대체주택을 공

도 서구 선진국들의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

급하는 방식으로 타협해 왔다. 반면 무허가 주택

태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거나,

의 불법성은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

질 낮은 주택에 고액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이자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인구가 1억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하

되기도 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가들이 무허가 정

위 3분위 이하에서는 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

착지를 개발, 철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구

로 내는 경우가 53%에 이를 정도이다(Jois, 2008).

적 기능을 인정하는 데서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영국 런던도 민간임대료가 2011년 12%, 2012년

이중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무허가

9% 오르는 등 저소득층 주거비 문제가 쟁점이 되

정착지 정책은 ① 도시빈곤층의 사회불안을 방지

고 있다(Gavron, 2013). 따라서 뉴욕, 런던 시장

하고 포섭하려는 측면인 <국가의 정당화 기능>과

모두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② 무허가 정착지 자체가 도시공간 개발 대상이

을 주요 정치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중매

되는 <자본 축적지원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체들은 그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이다. 따라서 각국의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McRae, 2013; ITV, 2013).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처럼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가운데, 유휴

‘묵인-철거-이전-개발-(공공주택으로)대체’ 등의

지에 텐트를 친다거나 모바일 홈을 장기 주차하는

3) 부담가능한 주택이란 “각 가정이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고 있는 주택”(A decent home
for every family at a price within their means)(Bramley and Karley, 2005: 687)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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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일종의 무단 점유형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도

불법(편법) 주거는 물리적 잣대(즉, 건축법 등 관

사실이다. 실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텐트 집단

련 법규)만으로 엄격히 규율하기는 쉽지 않다. 여

촌(tent city)이나 모바일 홈의 문제가 부각되고

기에는 저렴한 주거가 부족하다는 현실적 상황과

있다(Sargent,

2011;

소수 인종 간 유대감과 정보교환 등의 실용적 필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2010). 또 유

요가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인

럽에서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주택이나 건물

구가 선진국 대도시에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을 무단 점유하는(squatting) 활동이 벌어지고 있

저렴 노동력으로서 도시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는데, 이는 홈리스나 빈곤층의 주거문제를 환기시

이들의 불법(편법) 주거를 묵인하는 측면도 있다

키거나 정치적인 쟁점을 부각시키려는 차원에서

(방성훈․김수현, 2012).

2007;

Loftus-Farren,

이루어지고 있다(Pruijt, 2013).4) 하지만 텐트 시

그런 점에서 선진국 대도시의 불법(편법) 주거

티나 불량한 모바일 홈은 주로 주택 차압 등으로

문제도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와 마찬가

주거확보가 곤란하게 된 가구들이 자구책으로 마

지로 국가의 이중적 태도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

련한 것으로, 그 규모가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적

다. 먼저 각종 건축규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고 일시적으로 성립될 뿐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공간이용을 효율화하고 외부불경제를 방지함으로

경제, 사회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성

써, 공간의 상품적 가치를 보호하고 극대화하려는

배경이나 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본축적지원 기능>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신 선진국에서는 주로 기존 합법적인 공간을

반면 저렴한 주거 혹은 부담가능한 주거가 부족한

불법 혹은 편법적으로 개조하여 저렴하게 주거를

상황에서 일정한 정도 편법이나 불법 주거를 묵인

공급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화 기능> 차원에서 볼 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부담가능한 주택의 잠재

있다. 따라서 이들 불법(편법) 주거에 대해서 정

적 자원이다(Chhaya Community Development

부는 ‘규제’와 ‘묵인’이라는 양면적 태도를 보일 수

Corporation, 2008). 특히 외국에서 새로 진입한 사

밖에 없다. 이는 개발도상국가 정부들이 무허가

람들에게 이런 주택은 유용하다. 이들은 대개 체

정착지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이유로 ‘규제’하면서,

류 자격 자체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도시 노동력 확보와 정치적 포섭을 위해 ‘묵인’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안 되고, 정상적인 민

는 태도와 기본적으로 같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

간주택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구할 수 없다

다. 타나세스쿠 등(Tanasescu et al, 2010;

(Smart, 2003). 따라서 (불법 체류를 포함한) 비

Tanasescu, 2011)이 캐나다 캘거리시와 홍콩의

주류 사회와 불법(편법) 주거는 나름의 역사성을

불법 개조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비슷한 관점에서

가지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Phillips, 2010;

논의한 바 있지만, 이 논문은 서울, 뉴욕, 홍콩의

Özüekren and van Kempen, 2003; Andersen,

불법(편법) 주거 사례와 그에 대한 정부 정책의

2010; Arbaci, 2007). 더 나아가 이들의 집단화된

이중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Pruijt(2013)는 불법점유에 관련된 사람들의 성격, 건물의 유형, 활동가들의 요구사항, 동원과 조직형태에 따라 현대 대도시의 불법점유 형태
를 Deprivation-based squatting / Entrepreneurial squatting / Conservational squatting / Political squatting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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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새로운 불법주거 사례 비교 : 서울, 뉴욕, 홍콩

위로 임대료를 받는 일세(7천원 내외) 방식의 주
거로, 빈곤층에게는 불안정하고 임시적이지만 어

1. 서울

떻든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쪽방 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306호의

1995년 68%에 불과했던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주택, 3,614개의 방이 쪽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100.1%로 주택의 절대부족 상황에서

3,099명이 거주하고 있다(서종균 외, 2011). 연령

벗어났다5)(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 매매시장

이 50대 이상인 거주자가 많으며(83.2%), 무직이

도 2008년부터 하향안정 추세에 들어갔지만, 임대

거나 건설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시장은 가파른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 확대로

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월 46만원에 불과하다

인해 일종의 사회문제화 경향까지 보이는 중이다.

(장영희 외, 2011).

전세가격은 2006년 이후 2013년 6월까지 48.7%

정부의 쪽방 대책은 이들이 비록 불법(편법)으

상승했으며(국민은행 홈페이지 “주택가격동향”),

로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화재, 재난의 위험

2010년부터 12년까지 신규 임대계약의 35.9%는

이 크긴 하지만 극빈층들의 임시거처로 용인하고

월세(보증부 포함) 계약이다(서울 부동산 정보

있다. 현재 상황을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다른

광장 홈페이지).6) 그런데 이러한 월세의 확대는

곳으로 이주시키거나 수선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

이에 따라 모든 쪽방 지역에는 화재나 재해 예방

킨다. 월세 거주자는 전세 거주자에 비해 임대계

을 위한 수시 점검, 안전시설 및 공중화장실 설치

약기간(2년) 동안 더 많은 주거비용(62.8%)을 지

등이 진행되고 있다.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서울

불하고 있으며(부동산 114, 2013), 소득의 30% 이

시는 2012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

상을 월세로 지불하고 있는 가구는 1분위의

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131개 방의 공사가 완료되

86.7%, 2분위의 51.4%에 달할 정도이다(장영희

었으며, 2015년까지 441개를 마칠 예정이다(서울

외, 2011). 그 결과 저소득 가구나 조선족 등 이주

시, 2012a). LH 공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쪽방, 여

노동자들은 저렴한 고시원이나 지하방, 개조주택,

인숙 등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쪽방과 같은 불법(편법) 주거를 찾고 있다. 각각

을 공급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465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차지연, 2012).
그런 한편 쪽방은 거리 노숙인의 응급주거로 이용

1) 쪽방

되기도 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2006년부

쪽방은 그 역사가 해방 직후로 거슬러갈 정도

터 서울시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쪽방 월세 지

로 오래된 불법(편법) 주거이다. 쪽방은 하루 단

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예산 부담 등의 문

5) 더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영업겸용 주택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주택의 절대부족 상황은 확실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6) 2000년 대비 2010년 전세거주가구 비율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41.2%에서 32.9%로 감소한 반면, 월세거주 가구 비율은 16.3%에서 24.6%로
증가했다(통계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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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2010년을 마지막으로 종료위기에 처하자 서

최근에는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기존용

울시는 이 사업을 정책화하여 그 해 겨울 노숙인

도(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따른 건축법

200여명을 지원하였다(서울시, 2010a). 쪽방이 불

상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주차대수 규정 완화,

법적이기는 하지만, 노숙인이나 그와 유사한 수준

주택기금 지원 등을 통해 용도 변경을 장려하고

의 주거불안 계층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

있다. 이에 따라 고시원 숫자는 2005년 이후 2배

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상 증가해 2012년 6,157개에 달하며(소방방재
청, 2013), 서울 인구의 4% 이상이 고시원에서 거

2) 고시원

주하고 있다(서종균 외, 2011).

고시원은 임대보증금 없이 월 25∼40만원의 저
렴한 월세로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목

3) 지하방

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한다. 1인

2010년 현재 반지하 주택은 서울시 전체 주택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주로 학생이나 취업준

의 10.7%에 달하는 가운데(서울시, 2010b), 서울

비생, 일용직 근로자 등이 거주한다. 그래서 일자

전체 가구의 8.8%가(308,660가구) 지하방에 거주

리를 구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교 근처

하고 있다(통계청, 2010). 지하층 거주가구 중 1인

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의 고시원은 최대

가구 비율은 18%인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52.4%

한 많은 방을 확보하기 위해 작은 공간을 빽빽하

에 달해 가족 단위의 거주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게 배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주로 3.3㎡∼10

지하방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3,920만원으로 지상

㎡ 정도의 작은 공간에 침대, 책상 등이 구비되어

주택의 39.7% 수준이며, 월세는 보증금 880만원,

있다. 이러한 방들이 한 층에 20∼40개 정도가 있

월세 26만원으로 지상 주택의 각각 50.7%, 76.5%

으며, 화장실과 샤워실, 세탁실은 공동으로 이용

수준으로 저렴하다.8)

한다. 비좁은 복도를 따라 패널 등으로 구획된 작

역사적으로 보면, 지하층은 원래 거주용으로 사

은 방들이 밀집되어 있어 방음이 잘되지 않으며,

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1962년 건축법 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이선화, 2012).

정 당시에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

고시원은 원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이용했

다. 이후 1970년에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

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또 범죄나

해 주택의 지하층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이는

화재 등의 안전문제가 빈발함으로써 사회문제화

주택 부족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주거용으로 사용

되기도 했다.7) 이에 고시원에 대한 건축, 안전 등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다가 1975년에는 지하

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9년 7월 건축법

층에도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

시행령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양성화되었다.

주거는 사실상 합법화되었다(하성규 외, 2005).

7)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50건의 화재로 50명(사망 16명, 부상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는 모두 방화사건(13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 서울시 화재 6,698건 중 사상자
463명(사망 60명, 부상 403명)이 발생한 통계와 비교하여 고시원 화재는 발생 건수 당 인명피해가 높고 방화에 노출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서울소방재난본부, 2008).
8) 장영희 외(2011)에서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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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하층 높이 규정을 완화하여(1984년), 주택

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내부 개조는 신축 주택뿐

신축 시 지하층 개발이 당연시되는 한편 지하방이

만 아니라 기존 주택과 사무실, 창고 등 비주거용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1990년에는 공동주택 지하

공간에서도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1층의 근린생활

층의 건축기준도 완화하면서 연립주택의 지하층

시설을 주택으로 개조(이른바 ‘필로티방’)하는 사

을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례가 늘고 있다. 불법 개조 시 방음이 잘 되지 않

그러나 정부의 묵인과 합법화로 꾸준히 증가하

거나 가구수 증가로 주차난을 야기하기도 한다.

던 지하방은 2002년 주차장 설치 기준이 세대 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됨에 따라 1층이 주차장으로

개조 전

개조 후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신규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1년 폭우로 9만 5천 가구
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80%가 지하방이
었다(한국도시연구소, 2003). 이에 서울시는 지하
층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마련

<그림 1> 불법 개조 사례 평면도

하지만, 주민들은 지하층 거주를 금지할 경우 갈
곳이 없다며 반발하였다(홍인옥, 2002). 이후에도

옥탑은 본래 옥상에 기계실이나 물탱크실 등의

침수 사례가 수차례 있었으나 저소득 서민 주거공

용도로 지어진 것으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옥

급 차원에서 지하방을 바로 금지하기보다 배수 펌

탑 부분을 층수와 연면적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

프장 증설과 같은 시설 보완방향으로 추진되어 왔

나 대부분의 옥탑방은 규정에 맞추어 준공한 뒤

다. 그러나 2010년 집중호우로 13,518동이 침수되

면적을 늘리고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기 때문에

고, 이 중 상당수가 반지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나
자 서울시는 침수지역의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불허하겠다는 계
획을 발표했다(서울시, 2010b). 또한 2012년에 건
축법(제11조 제4항) 개정을 통해 상습 침수지역
이나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지하층 주거를 허가하
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불법 증축에 해당된다. 옥탑방은 샌드위치 패널
등을 이용한 조립식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
고, 더위와 추위에 약하다. 또한 비좁고 가파른 철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 임대료는 300∼500만원의 보증금에 20
∼30만원의 월세로 저렴하다. 서울에서는 약 3만
여 가구가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으며(통계청,
2010), 거주자는 대부분은 1인 가구이다.
불법 개조주택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4) 불법 개조주택

대상이며, 철거나 사용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주택 내부를 개조하여 불법적으로 가구수를 늘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외관상으로는 불법 개조

린 방과 증축을 통해 만들어진 옥탑방은 1980년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현황을 파악하

이전부터 공급되어 왔다. 최근 임대수익에 대한

기도 어렵다.9)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불법 개조가 증가하고

거현실과 이러한 위법 시공 건축물의 존재 상황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으로 개조

등을 감안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거생활의 안

대도시의 새로운 불법(편법)주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113

정을 위하여”(국토교통위원장, 2013) 불법 건축물

뉴욕의 주택보급률은 108.4%에 달하며(New

에 대해 몇 차례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York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홈페이

1981년 전국적으로 45만 871건을 양성화한 것을

지), 가격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올랐다가 2008

시작으로, 2000년에 562건, 2006년에 1만 2378건

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

이 양성화 되었다(박재명, 2013).10) 그리고 2013

면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여 중위임대료는 2002년

년 6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비 2011년(1,204$)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어 2014년 1월부터 1년

Census Bureau, 2002, 2011). 이러한 가운데 전체

간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 가구의 중위 RIR(Rent to Income Ratio)은

52.8% 증가했다(U.S.

2005년 28.4%에서 2011년 33.8%로 증가했으며,

2. 뉴욕

가구 소득의 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
비율도 25.7%에서 33.1%로 늘었다(New York

뉴욕은 이른바 미국의 경제 수도, 더 나아가 세

City Rent Guidelines Board, 2005; NYC

계의 경제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2010년에 이어 2012년에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선정

Development, 2011). 그러나 2004년 대비 2007년

된11)(A.T. Kearney 홈페이지 “Global Cities

소득 5분위 가구의 중위 소득은 3.3% 증가한 반면

Index”) 명성에 걸맞게 연간 내외국인 관광객 수

1분위는 10.5%나 감소해(NYC Department of

도 5천만 명을 넘어설 정도이다(NYC &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2008)

Company 홈페이지, NYC Statistics 자료). 이에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 뉴욕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특히 2000년대 중반까지 고가 주택의 수요가

818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는 17만명, 20년 전

증가하면서 저렴주택의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

에 비해서는 85만명이 늘어난 수치다(New York

아 2002년 대비 2011년 (호가)임대료가 400$ 미

City Department of City Planning 홈페이지). 증

만인 주택의 공실은 63.5% 감소한 반면, 1,000$

가한 인구의 상당수는 이주민들인데, 실제로 이들

이상 주거의 공실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US

이 뉴욕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2%인 304만

Census Bureau, 2002, 2011).

명으로 20년 새 46% 늘어났다(NYC Open Data
홈페이지; U.S. Census Bureau, 2010). 이들의 소
득은 기존 거주민에 비해 낮아서, 저렴주거의 주
된 수요 계층이 되고 있다(Camarota, 2012).
9) 서울 송파구의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옥탑방 602건, 필로티방 326건에 달한다(박용모,
2010).
10) 2000년 1월 28일에 제정된 특별조치 법안은 법의 유효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그 적용대상 건축물도 연면적 85㎡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양성화된 건축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2005년에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인 다가구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완화하여 1년간 시행하였다.
11) A.T. Kearney와 시카고 의회에서 개발한 세계 도시 지수는 세계 66개의 도시에 대해 경제활동, 인적자본, 정보 교환, 문화 경험, 정치 참여
부문에 대해 평가하여 2008년 이후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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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불법 주택은 전기나 하수 설비에 문제가
있으며,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2005년 쪽방 화재
로 주민 4명이 다치고, 화재를 진압하던 두 명의
소방관이 미로 같은 벽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Gross and Long, 2011). 2009년에도 4개의 주거
공간으로 불법 개조한 지하 주택에 불이 나서 7명
자료：Economic Research -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그림 2> 뉴욕 주택가격 및 임대료 지수

의 사상자(사망 3명)가 발생한 바 있으며
(Armaghan et al., 2009), 2011년에는 불법 개조
건물 화재로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New York

이처럼 가파른 임대료 상승과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 저렴주거의 부족, 저소득 이민자

State Senate, 2013)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
이지 않고 있다.

들의 유입 등으로 불법 주택은 싼 주거를 찾는 빈

불법 주택의 거주자는 정부 단속이나 재개발에

곤가구의 집이 되고 있다. 뉴욕에만 10만개 이상

의한 퇴거의 위험뿐만 아니라 임대 기간 연장과

의 불법 주거에 25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

같은 임대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거불안정에

로 보고 있으며(Perine and Watson, 2011), 주로

노출되어 있다. 반면 불법 개조주택의 임대료는

이주민과 사회초년생이 거주한다(Moroni, 2013).

일반 주택의 약 60% 수준(월 750$)으로,14) 정부

뉴욕의 불법 주택들은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

보조를 못 받는 저소득층도 주거를 구할 수 있게

의 작은 방으로 나눈 쪽방(accessory unit)12)과

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임대 소득 확

차고, 다락, 지하를 주거공간으로 개조한 형태가

보, 임대 소득세 회피 등의 장점이 있다. 모기지 중

있다. 지하 개조주택은 cellar라고 불리는 지하방과

개인들은 대개 불법 주거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으

우리나라의 반지하 개념인 basement로 나뉜다.13)

며, 이러한 임대 소득으로 모기지 부담을 줄일 수

이 두 형태의 지하방을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다고 부추기기도 한다(Chhaya Community

불법이나, 1가구만 사는 반지하(basement)는 합

Development Corporation, 2008). 그러나 일부는

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NYC Department of

그 지역에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2011). 쪽

에 이러한 주택의 불법 개조를 반대하는 경향을

방(accessory unit)의 크기는 약 18.5㎡이며, 대체

보이기도 한다(Ionova, 2013).

로 침대와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Porterfield,
2013).

1990년대 후반 불법 주거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뉴욕 주택국(Department of

12) 일부 언론 등에서 accessory unit을 basement, cellar와 같은 지하 개조 주거에 포함시켜 넓은 의미의 불법 개조주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두 형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cellar는 지하방 높이의 반 이상이 도로보다 낮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말하고, basement는 높이의 반 이상이 도로보다 높게 올라와 있는
구조이다.
14) U.S. Census Bureau(2011), Traum(2012)에서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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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은 불법 주거 신고에 대응할 삶의 질 대

체제’정책에 따라 이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

책 본부(Quality of Life Task Force)를 만들고,

운데, 중국 경제의 대외 통로 역할을 계속하고 있

시 의회는 불법 개조주택을 적발하는 법안을 통과

다. 이같은 체제변화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시켰다(Galvez and Braconi, 2003). 불법성이 확

홍콩은 중국 본토로부터 이주민이 몰려드는 등 극

인되면 소유자에게 25,000$까지 벌금이 부과되

심한 인구의 변화를 겪은 바 있다(김수현, 2011).

며,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에 1만

홍콩 인구는 2011년 707만명으로 10년 전보다

건 이상의 신고 중 251개의 주거에만 퇴거명령이

36만명, 20년 전 보다 132만명 증가했다(Census

내려졌을 뿐이며, 거주자들의 주거 선택의 폭이

and Statistics Department 홈페이지). 인구 증가

좁은 현실적인 문제로 퇴거명령은 드물다(Galvez

의 주된 요인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주민의

and Braconi, 2003). 2009년 11월 화재로 세 명이

증가를 들 수 있다. 이주민은 2010년 현재 전체 인

사망한 이후, 2010년에 퇴거명령(1,295건) 건수

구의 38.8%에(274만명) 달한다(United Nations

는 25% 증가하였으나(NYC Buildings, 2011) 여

홈페이지). 특히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본

전히 신고 건수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다. 2011년

토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1996년 17만명

에도 약 1만 8천 건의 불법 개조 신고 중 4.4%에

(인구의 2.7%)이었던 홍콩 거주 중국 이주민은

불과한 800여 개만이 퇴거명령을 받았다(Fair,

2001년 27만명(4.1%)으로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2011).

감소(2011년 17만명, 2.5%)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2006,
2011a).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 오는 불법 이주
자의 수는 치솟고 있다(Security Bureau, 2009).
2012년 1주일 평균 2,572명의 불법 이주자를 체포
하는 등 꾸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Security Bureau 홈페이지) 정부는 아직 불법체

자료：좌측- Rent Direct New York 홈페이지.
우측- Elisegoldin(2013)

류 노동자가 40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lffie et al., 2013).

<그림 3> 불법 지하실 사진 및 구조

3. 홍콩
홍콩은 19세기말 서구 열강들의 중국 침략과정
에서 발생한 아편전쟁에 따라 영국에 조차지로 할
양된 땅이다. 이후 일본에 의해 점령당하기도 했
고, 1945년부터는 다시 영국의 총독이 통치했다.
1997년 중국 본토에 반환된 이후에는 ‘한 국가, 두

자료：Rating and Valuation Department 홈페이지.
<그림 4> 홍콩 주택가격 및 임대료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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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주택보급률은 2012년 110.4%에 달한다

기다려야 한다(Cheung, 2013). 이러한 공공임대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2012, 2013).

주택 입주 요건과 대기 기간 때문에 저소득 이주

주택가격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민들은 민간임대시장에서 최소한 10년을 거주해

급락했다가 2003년 투자이민법 시행 이후 반등하

야 한다. 1999년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중국 본토

기 시작했다. 이 정책으로 중국 자금이 대규모로 유

에서 이주한 사람의 46.6%는 민간주택에서 생활

입되기 시작하였고, 그 여파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하는데, 약 6,000HK$ 월수입 중 4,300HK$를 주

급등하였다. 2011년 ㎡당 주택가격은 114,102HK

거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시의 공공

$로 2003년 이후 두 배 이상 올랐으며, 같은 기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1,173HK$ 수준에 불과했다

㎡당 월 임대료는 87.1%나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

(Smart, 2003).

으로 적은 비용으로 임차 가능한 중 · 소형 주거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시장의 주거비를 감당

(70㎡미만)의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104.6%)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와 이주민은 보다 저렴한

했다(Rating and Valuation Department 홈페이

주거를 찾게 되었고, 쪽방(subdivided unit)이나

지). 그런데 중위 가구소득은 2001년 18,710HK

큐비클(cubicle apartment)이 그 대안이 되고 있

$에서 2011년 20,500HK$로 증가하였으나 소득

다.16) 이들 주거의 평균 임대료는 3,790HK$로

5분위 이하의 가구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특

일반적인 주택의 40% 수준에 불과하다.17)

히 소득이 낮을수록 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는

쪽방과 큐비클의 형태 및 구조는 비슷하나 주

데, 소득 1분위의 중위 가구소득은 31.6%, 2분위

택을 개조한 경우 쪽방(subdivided unit), 비주택

는 12.9%, 3분위는 11.1% 감소했다(Census and

을 개조한 경우 큐비클로 불리고 있다. 쪽방의 평

Statistics Department, 2011b).

균 크기는 약 8㎡로(Society for Community

물론 홍콩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

Organization 홈페이지) 여러 가구가 화장실과 주

택15)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낡은 건물에 과도한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요건에 부합되어야

분할로 붕괴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좁은

할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최소한 7년을 거주해야

복도가 미로처럼 얽혀있거나 방을 구분하는 칸막

한다(Information Services Department, 2012). 이

이가 화재 비상통로를 막고 있어 화재에 매우 취

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약하다.

의 입주는 쉽지 않다. 입주 대기 인원은 약 20만

홍콩식 고시원이라 할 수 있는 큐비클은 1980

명에 달하나(Information Services Department,

년대 홍콩의 경제 구조 조정으로 제조업이 본토로

2012) 공실률이 0.6%에 불과하여, 평균 2.7년을

이전되고 오랫동안 공실로 방치되어온 빌딩이 많

15)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76만 1천 호에 달하며, 홍콩 인구의 약 30%가 거주하고 있다(Housing Authority Hong Kong 홈페이지).
16) 또한 홍콩에서는 닭장 같은 모습으로 지어진 cage home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원래 이 공간은 낡은 상업용 건물에 나무판자를 이용해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구획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도난사건이 빈번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공간을 철망으로 둘러
닭장(cage) 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물의 한 층 내부에 cage home이 2층 또는 3층으로 빽빽하게 놓여 있다(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1993). 최근 홍콩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런 식의 cage home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7)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2009), Transport and Housing Bureau(2013)에서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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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자 불법 주거용으로 개조되면서 증가했다. 주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 다수는 집행되지 않은

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 내부에 나

채 남아있으며, 철거가 완료된 것은 2011년 44개,

무판자를 이용해 만들어졌으며, 주방과 화장실은

2012년(9월) 18개에 불과하다(Chan, 2012). 또한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이용한다(Chan, 2012). Tai

전체 불법(편법) 주거의 숫자에 비하면 이들은 지

Kok Tsui 지역의 한 공장 건물은 하나의 층을 모

나치게 적은 규모이다.

두 39개의 15㎡ 이하 큐비클로 나누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두 개의 세면장과
세 개의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Yeung, 2011).
쪽방 6만 7천 개를 포함해서 큐비클, cage home
등 불법, 불량 주거는 약 28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Dwan et al., 2013), 거주자들은
주로 신규 이주민, 저소득 노동자, 장애인 등이며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홈페이지)
이들의 42%가 혼자 산다(Business and Professi-

자료：Flickr 홈페이지.
<그림 5> 홍콩의 불법주거 사진

onals Federation of Hong Kong, 2009).
홍콩 정부는 지난 수년간 불법 주거에 관심을
쏟았으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
러나 안전상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결국 철거 명
령 논란이 커졌다(Dwan et al., 2013). 2010년 1월 발
생한 1950년대 지어진 5층 건물 붕괴 사건(사망 2명,
부상 4명)에 대해 주택국(Buildings Department)이
붕괴 원인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이 노화된 상황에서
중이층으로 개조된 쪽방에 의한 하중을 이기지 못했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Buildings Department,

자료: 「地產小子」的夢想家 홈페이지.
<그림 6> 홍콩의 불법주거 평면 개념도

2010). 이 사건으로 주택국은 50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조사

Ⅳ. 새로운 불법주거와 정부의 역할

를 받은 4,011개의 건물 중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
물은 2,302개로, 이 중 1,032개는 중대한 결함이 있

1. 대도시 불법주거의 유형과 특징

는 것으로 나타났다(Panel on Development,
2011). 뒤이어 주택국은 쪽방에 대한 적극적인 조

세계 어느 대도시든 불법 혹은 편법 주택이나

치를 시작하면서 2010년 19건에 불과하던 철거 명

주거지가 없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령 건수는 2011년 104건, 2012년(9월) 295건으로

다. 저소득층들의 경우, 도시 내에 주택재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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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불법(편법) 주거지 비교
개발도상국

선진국

형성배경

급격한 도시화와 정상주택 부족
전반적인 빈곤상황

저렴주택 부족
양극화 및 빈곤층 확대

입지

도심 인근이나 외곽의 국공유지, 구릉지, 하천변 등

도심지

주택형태

주민들 스스로 지은 불량주택(합판, 함석,
(흙)벽돌 등)

기존 건물이나 주택을 불법(편법)으로
확장하거나 분할
합판, 블록 등으로 거칠게 조성

주된 거주자

이농 이주민

도시내 빈곤층
(불법) 외국 이주민

무리 많더라도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이용할

주거에 대한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 있는 주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

태도는 복합적이다. 명백한 법규 위반일 뿐 아니

로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의 문제이다. 실제로

라 재난위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하

경제가 발달하고 주택재고가 가구수보다 많으며,

거나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선진국 대도시에

적으로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적발이

서조차 불법(편법) 주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원상회복 과정에 장시간이

다만 이들 주택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

소요된다. 때문에 주변의 민원이 발생했거나 심각

발도상국가들의 무허가 주택 또는 정착지와 형성

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이

배경, 입지, 형태, 주된 거주자, 거주형태 등이 기

느슨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이들

본적으로 다르다.
또 앞 장에서 살펴본 세 도시의 사례를 요약해
서 정리하면 <표 2>와 같은데, 선진국들의 불법
(편법) 주거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절대부족 때문
이라기보다는 부담가능한 주거(즉, 저렴주거)의
부족이 원인이며, 이는 고용불안정이나 양극화 심
화와 같은 경제상황 외에도 불법체류와 소수인종
의 집중 등에 따라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주택은 대개 합법 공간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개
조하여 활용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해 위험
을 겪고 있다. 임대료는 주택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주거에 비해 현저히 낮다.

불법(편법) 주거가 저소득층도 부담가능한 저렴
주택의 공급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기
준을 완화하여 양성화(서울의 불법개조주택, 캘거
리의 accessory unit 등)하기도 하고, 서울의 쪽방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을 위한 임시주거 차원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임대료 상승, 하락과 같은 주택
시장 상황 변화와 재해, 사고 등에 따른 여론 동향
에 따라 정부는 강온(즉, 규제와 묵인) 태도를 다
르게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지하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규제-묵인-권장-규제> 과정을 겪었다.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기에는 묵인 내지 권장하다가

2. 불법주거와 정부의 이중적 태도

수해, 주차장 부족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점차 규제
로 전환한 것이다. 또 고시원 역시 대형 화재사건

앞에서 살펴본 각 도시들의 경우, 불법(편법)

에 따라 묵인(1980년대) → 불법건축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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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도시의 불법(편법) 주거 현황
서울

뉴욕

홍콩
- (불법)이주자 유입
- 소형 주택의 임대료 급등
-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
- 엄격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

배경

- 전세가격 상승, 월세 비중 확대 - 저소득 이주 노동자 유입
- 저소득층의 높은 임대료 부담 - 임대료 상승 및 부담 증가
- 공공임대주택 부족
- 저렴주택 공급 감소

주거
환경

-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최 - 18.5㎡정도 크기의 쪽방
- 8㎡정도로 작은 방 밀집
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 임대차 규제 미적용 및 각종 퇴 - 화장실, 주방을 수십 가구가 공
크기 및 환경
거위험
동 사용

종류

- 쪽방
- 지하방

주된 거주자

- 고시원
- 원룸 개조주택

- 쪽방(accessory unit)
- 지하방(basement, cellar)

- 쪽방: 극빈층 1인 가구
- 고시원: 빈곤층 및 청년층 1인
가구
저소득 이주민, 사회초년생
- 지하방: 저소득 가구
- 옥탑방: 저소득 1인 가구

임대료 수준¹⁾

일반 주택의 약 50%

문제점

환기, 채광 등의 문제, 화재 취약

일반 주택의 약 60%

- 쪽방(subdivided unit)
- 큐비클(cubicle)

새로운 이주민, 저소득 노동자

일반 주택의 약 40%

하수·전기설비 등의 부족 유발,
건물붕괴사고 발생, 화재에 취약
화재에 취약

주 : 1) 서울의 일반 주택 및 불법(편법)주거의 임대료는 장영희 외(2011)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뉴욕은 U.S. Census
Bureau(2011)의 중위 임대료와 Traum(2012)의 불법개조주택 임대료를 활용했다. 홍콩은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2009)의 평균 임대료와 Transport and Housing Bureau(2013)의 쪽방 및 큐비클 임대료를 활용했다.

여 단속(1990년대) → 상업지역 외 원상복구 명령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화재사건 등으로

(2000년대 초) → 합법화(2009년) 등의 과정을 겪

여론이 악화되면 신고 및 규제가 강화되기는 하지

었다(고종옥, 2010). 옥탑방 등 개조주택은 항공

만, 이 역시 실제 퇴거 명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진으로 명확히 적발되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가

적다. 캘거리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아니면 묵인하다가 1981년과 2000년, 2006년에 대

보인다. 캘거리 시내 전체 임대주택의 8.5～12.8%

대적인 양성화 조치가 취해졌으며, 현재도 또 한

를 차지할 정도로 불법(편법) 주택은 광범위하게

차례 양성화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은 대체로

분포하지만, 정부는 이를 엄격히 단속하기보다는

1990년을 전후한 주택의 적극 공급시기에는 편법

오히려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양성화

주택을 묵인하거나 때로 권장한 반면, 주택의 절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일부 위험하

대부족이 완화된 2000년대 이후에는 규제하거나

거나 민원이 있는 불법 주택에 대해서는 퇴거 조

법규 내부로 들여오는(즉, 양성화) 정책을 취하게

치를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많지 않다(City of

된다.

Calgary, 2013; Rassel, 2013).

뉴욕도 저소득 인구 증가와 저렴주택 부족으로

홍콩은 이들 두 도시보다는 상황이 더 심각하

인해 25만명 이상이 불법(편법) 주택에 거주하고

다. 주택공급이 쉽지 않은 도시여건에다 신규 유

있지만(Perine and Watson, 2011), 실제 주거금지

입자들은 설령 합법적인 체류자라 하더라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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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 지하방의 법적 변천과정
합법성

불법

금지(묵인)

주요 내용

년도

바닥이 지표 이하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천정고의 1/3이상

1962

지하층 설치 의무화

1970

배경

대북 관계

높이 규정 천정고의 2/3이상으로 개정

1972

합법화

지하층의 주택 설치 허용

1975

강화(주거환경 개선)

높이 규정 천정고의 1/2이상으로 개정

1984

완화

천정고의 1/2이상에서 층고의 1/2이상으로 개정

1986

완화

연립주택의 지하층을 주택으로 이용 가능

1990

감축 대책 추진

상습침수 구역의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2001

수해

규제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 제한(서울시)

2010

수해

규제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 제한 가능(건축법)

2012

주차장 환경

합법

한 10년은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이

규모나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때문에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임대료를 줄이기

불법(편법) 주거가 확산되고 있다. 판자촌이 제공

위해 홍콩 인구의 약 2.4%인 17만명이 불법(편

하던 저렴주거 기능이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법)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셈이다. 이는 서울보다 먼저 도시화와 근대화를

(Transport and Housing Bureau, 2013). 그만큼

겪은 서구 대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존 주

매우 위험한 곳까지 주거로 이용하고 있어서 사회

택의 지하실을 개조하거나 상업용 건물 등을 주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주거문제로 인

용으로 바꾸는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주택

해 이 역시 즉각적인 퇴거 조치가 어렵다. 앞에서

은 새롭게 유입되는 이주민들 뿐 아니라 청년 1인

살펴본 대로 철거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가구나 노숙의 위험에 처한 빈곤층 등이 주된 고

결국 정부의 불법(편법) 주거에 대한 태도는

객이다. 절대적인 주택재고가 충분하더라도 부담

주택시장의 심각성(즉, 부담가능한 주택 여건)과

가능성 측면에서는 적절한 주택이 계속 부족한 것

재난 위험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저

이다.

렴주거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더 크게 작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유형의 불법(편법) 주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간단치 않다. 현실적으로 단
속이 쉽지도 않지만, 저렴주거라는 점에서 이들

Ⅴ. 맺음말

주택의 유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이나 민원, 재난 위험 정도 등에 따

전통적으로 불법주거는 무허가 정착지와 함께

라 ‘규제’와 ‘묵인’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 주택시

개발도상국 특유의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우리

장 상황이 개선되면 이런 유형의 주거는 사라질

도 광범한 판자촌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집단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적인 규모로 눈에 잘 띄던 판자촌이 사라진 이후,

부담가능한 주거의 부족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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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21세기 대도시 주택시장의 중요한 현상

하는 것이 관건이다. 당초 정부는 중위 소득의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18) 특히 공공

40%에 달하는 계층에게까지 월 최대 40만 원을

주택이나 임대료 보조프로그램을 더 강화함으로

지원하는 안을 검토했지만(김제림, 2013), 최종적

써 부담가능한 주거를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

으로는 대상도 지원액도 거의 늘어나지 않는 것으

지 않다. 선진국 도시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공

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송윤경, 2013).

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후퇴시켜 왔을 뿐 아니라,

더구나 최근의 전세가 상승과 월세 전환 추세는

임대료 보조 역시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대상자를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어서,

늘리기 쉽지 않다(Kemp, 2007: 10～11). 미국의

당분간 민간임대시장의 불안정은 계속될 수밖에

경우 전체 가구의 2%만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을

없다.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10%까

뿐이다. 전체 가구의 19%가 지원받는 영국도, 런

지 도달하고, 임대료 보조제도가 확대시행 되더라

던의 경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법정 기간

도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하여 저소득 1

인 2주보다 훨씬 긴 13주씩 걸리기도 한다(진미윤

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해

외, 2009).

결은 쉽지 않다. 결국 새로운 불법(편법) 주거는

서울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토지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에다
단기간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도 한계이
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만 호의 공공임대주

우리 민간임대시장의 하위 영역의 하나로 지속적
으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불법(편법) 주거에 대
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조만간 그 재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

고가 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물량 확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명백한 위험요

보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택지개발과 뉴타운․

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는 저

재개발사업을 통한 공급량이 각각 44%, 40%에

렴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시설’ 차원에서 접

달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거의 중단되고 있어

근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부 고시원이나 조선족들

서 신규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서울시 주

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열악한 쪽방에 대해

택정책실, 2013). 또 2014년 임대료 보조제도(주

서는 지금 당장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19) 이후

택바우처) 도입이 준비되고는 있지만, 과연 주거

민간임대시장 상황을 감안하면서 삶의 질 혹은 최

상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시행인

저주거기준 차원에서 이런 유형의 주택을 줄여나

프라,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이른바 차상위 빈곤

가되 점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으

층을 얼마나 더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로는 임대시장 재고와 임대료 상황, 특히 임대주

18) 과거 고도성장기와 달리 최근에는 고용불안정이 상시화되면서 주거 역시 이동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자가소유 확대
경향도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불안정이
모기지 대출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수현, 2009: 266～270).
19) 조선족들이 밀집된 가리봉동 등에서는 쪽방의 상하를 다시 나눈 잠자리나 출입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쪽방들이 다수 존재한다(방
성훈, 2012). 서울시에서 고시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시원 역시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안전시설 미비 등 재난 위험을 가진 경우가
12.7%에 달한다(서울시, 20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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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등록제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 여부를 감안하면
서 ‘직접 규제’와 ‘간접 퇴출’ 정책을 적절히 혼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차장이나 방화 설비 및
재질 기준 등을 강화함으로써 퇴출을 강제하거나
임대료 보조제도의 적용대상을 최저주거기준 이
상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퇴출시키
는 방법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보조와 같은 주거복지 수준과 저렴
주택 재고와 임대시장 상황 등을 감안한 단계별
전략을 구상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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