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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제도의 운영과
현황에 관하여 소개한다. 주거문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독일
사회주택 제도에 관하여 이미 개괄적으로 소개한 기존의 문헌이 존재
한다. 이 내용을 전제로 삼고 특히 오늘날 독일 사회주택의 운영과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오늘날 독일에서 대도시는 물론 기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도 주거부족의 상황이 발생하였
다. 최근 시리아 난민의 집단적 독일 입국을 허용해야 했던 외부적
사태 등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급증 지역에서 임차료의 상승폭
이 커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 측에서는 주거보조
금 지급 제도와 함께 사회주택 제도를 다시 점검하게 되었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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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지역 등에서 오히려 주민수가 거의 답보상태이거나 축소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기존의 사회주택 제도 부문에 대하여 거의 투자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었다. 오늘날 독일의 사회주택 제도를 확대⋅
강화하든 축소⋅약화하든 일단 두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
다. 사회주택 건설자와 사회주택 임차인이라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양
측면이 그것이다. 어떤 방향의 대책과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그에 따라 사회적 영향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소속 직영공사가 사회주택의 건설을 담당하여 해당 영역의 문제를 해
결하는 방식은 일찍 폐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방개혁정책의 일환으
로 사회주택에 대한 재원의 확보 책임주체가 연방으로부터 주에게 일
괄적으로 이관되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과 관련문제에 관하
여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그와 함께 완화 내지 해결 방안을 밝혀볼 것이
다. 구체적 대책의 다양성 즉 그 변주의 종류와 폭, 재원의 부담주체,
연방 자체의 전국적 차원의 대책, 그리고 각 이해집단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비교적 평가방식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체계
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여 우리 또한 나름대로 상당한 시사
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회주택, 연방과 주의 권한배분, 임차인, 건축업자, 지원방식,
입주권자

Ⅰ. 서론
독일에서 사회주택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시가보다 낮지만 합리적
인 수준의 임차료로 상당한 기간 안정적으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 여건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크게 보면 사회주택의 문제는 일반적
주거 문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1) 누구나 일반적으로
적절한 규모의 주거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비용으로 확보할
1) 독일의 부동산문제 최근 현황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소개한 문헌으로는 예컨대 변무웅,
“독일통일과 부동산문제”, 부동산법학 제20집 제1호, 한국부동산법학회, 2016.3, 1-62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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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중의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거
제공의 대상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사회주택의 경우 그 수요를 충족하
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일반인의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주거에 관한 전체적 시각을 획득할 수 있다.2) 주택 일반에
해당될 적정한 임차료의 주거 문제에 관하여 하한수준을 사실상 설정해
주는 역할을 바로 사회주택의 존재가 맡게 된다. 사회주택의 임차료
수준이야말로 일반적 주거공간의 임차료 인상문제를 적정하게 저지하
고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역방
향의 논리도 성립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하튼 사회주택에 관한 문제는
일반주택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결국 누구나 합리적 수준의 임차료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거에 관한 일반적 문제에 해당되
므로 누구나 상시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주택건설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건축이라는 조치의 규모를 급격하게 수요에 맞추어
변화시키기에는 상대적으로 난관에 해당된다고 할 한계가 설정되어 있
다. 그만큼 더 사회주택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는 그 자체로 유효하게
우리의 논의에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3)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2) 독일의 인구는 대개 8,200만 수준이다. 연방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단위 주거공간의
수는 2012년 4,080만 5,800개에서 2013년 4,099만 5,100개, 2014년 4,122만 1,200개,
2015년 4,144만 6,300개, 2016년 4,170만 3,300개로 늘어났다. 1주택당 넓이는 2012년
91.2 제곱미터, 2013년 91.3 제곱미터, 2014년 91.4 제곱미터, 2015년 91.6 제곱미터,
2016년 91.7 제곱미터로 변하고 있다. 1인당 주택공간으로서 허용되는 면적은 2012년
46.2 제곱미터, 2013년 46.3 제곱미터, 2014년 46.5 제곱미터, 2015년 46.2 제곱미터,
2016년 46.5 제곱미터로 변하고 있다. <http://www.destatis.de/DE/ZahlenFakten/
Wirtschaftsbereiche/Bauen/Bautaetigkeit/Tabellen/Wohnungsbestand.html>, 독일통계청,
2017.9.11. 확인.
3) 독일의 사회주택에 관한 전반적 소개와 평가로는 채형규, “독일의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귀국보고서, 1998; 황명찬, “독일의 사회주택과 사회주택 지원제도
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5집,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77쪽 이하;
뿐만 아니라 윤달원, “독일의 사회주거임차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1 참조. 독일에서 사회주택과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비교가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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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논의를 전제로 오늘날 사회주택의 현황이라는 문제에 집중하여
현재 독일의 상황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시하는 범위와 수준을 유지한다.
한 마디로 사회주택 건설(sozialer Wohnungsbau)이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주택건설을 말한다.4) 이와 같은 국가의 활동은 특히 주거시장
이라는 자유경쟁의 영역에서 주거를 마련하기 힘든 사회집단을 위한
것으로 결국 사회주택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의 영역에
속한다.

Ⅱ. 관련법제의 역사적 추이
1.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서독에서는 50년대에 주택건설법(Wohnungsbaugesetz)을 제정한 이래
로 60년대에는 각종 지원절차(Foerderungsverfahren)에 관하여 수없이 관
련조항을 개정하면서 변천하는 시대의 사회적 그리고 국민경제적 구조
여건에 부응하여 왔다. 상대적으로 대규모라고 할 변화를 도모한 것이라
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1966년에 제1지원방식(Foerderweg)을 그리
고 1989년에 제2지원방식을 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모든 개정의 목적
은 지원도구에 더 강력한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데 있었다.5)
윤빈호, “세대프로그램으로서의 독일 ‘다세대복지주택’ 사례연구”, 호남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2 참조. 국내의 사회주택에 관련해서 최근의 문헌으로는 장광석,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주택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참조.
4) 최근 독일 자료로는 사회주택의 수요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Pestel
Institut, Bedarf an Sozialwohnungen in Deutschland, Hannover, August 2012 (페스텔 연구
소, 검색일: 2017.7.13.) 등 참조. 다만 이 자료를 동원할 때 2015년 시리아 난민유입
사태 등 최근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황명찬, 앞의 책, ‘I. 사회주택의 개념’ 아래에서 제2주택건설법에 근거한 4가지 지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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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와 1960년대에 다시 말해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재건
설 국면에서 건설한 주택 중 거의 절반이 사회주택에 해당된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자가건설 주택에 대한 지원(Eigentumsfoerderung)도 대개
45퍼센트를 넘나드는 수준에 달했다.6)
2001년 9월 연방의회는 주택건축법 개혁에 관한 조항법률(Das Gesetz
zur Reform des Wohnungsbaurecht)을 제정하였다.7) 이 조항법률 제1조
(Artikel)의 개정대상인 개별법률은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에 관한 법률이
었다.8)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은 사회적 주택 건설의 이용자
(Nutzer) 범위를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1956년 이래로 지원의 대상범위
을 살펴보면 아직도 대상주민의 소속계층을 매우 넓게 허용하여 소득상
한 한계선도 주민의 약 70%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제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의 대
상집단은, 시장에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지원에 의존
하게 된 가구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대상집단의 범위가 제한

식에 따라 연방은 사회주택에 관한 연방기금을 주에 지원한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
면 제1지원방법, 제2지원방법, 합의지원방법, 소득연계지원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동 논문의 III. 2. 아래에서 각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붙어있다. 또한 채형규,
앞의 논문 참조.
6) Pestel Institut, 앞의 논문, S. 1; 사회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입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와 대비될 집단이 소규모 자가소유자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가소유
자도 계속 주거하기 위해 보수비 등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후술하다시
피 사회주택 입주권자에 대한 자격제한의 기준이 소득이다. 소득이 기준이라면 사회
주택 제도의 보완대상이 소득이 낮은 자가소유자가 속하리라 유추할 수 있다.
7) 무엇보다도 보호대상 집단을 제한한 점이 제도의 축소에 관한 중요한 측면으로서
사회주택에 대한 정책에 결정적인 변환이 일어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는,
예컨대 Tagesschau, Barbara Schmickler, Zu wenig Sozialwhonungen – Wohnen als Ware,
Stand: 29.08.2015, <http://www.tageschau.de/inland/>, 해당항목 (타게스샤오 신문기사,
검색일: 2016.2.15.) 참조.
8) WoFG = Gesetz ueber die soziale Wohnraumfoerderung = “Wohnraumfoerderungsgesetz
vom 13. September 2001 (BGBl. I S. 2376), das zuletzt durch Artikel 3 des Gesetzes vom
2. Oktober 2015 (BGBl. I S. 1610) geaendert worden ist”.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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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정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외적 사항을 인정하였다. 즉 “소
득과 자가소유 주거의 상태를 고려하여 건설의 부담이나 주거공간의
취득이,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특히
가족에게 그리고 아이가 있는 다른 가구에게 또한 장애를 가진 이에게
스스로 이용할 자가소유 주거를 확보 내지 유지하는 데 대한 지원”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였다.9)
연방 수준에서 최근의 변경사항은 2006년 연방주의 개혁
(Foederalismusreform)의 큰 구조대상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었다. 그 근거
법률은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권한주체를 연방에서 주로 넘기는
데 관한 법률(Gesetz zur UEberleitung der sozialen Wohnraumfoerderung
auf die Laender - Wohnraumfoerderung-UEberleitungsgesetz - WoFUEG)
이었다. 그에 따라 각 주에서 저마다 자신의 주거공간 지원 법률
(Wohnraumfoerderungsgesetz)을 제정하였다.10) 이때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은 사회적 임차주거 공간(sozialer Mietwohnraum)이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임차료 수준에 제한을 가하는 주거공간을 해
당 가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었다.11) 이 법률에 따라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하여 주에 대한 연방의 재정보조 제도가 소멸되고 주에게 해당
권한을 이양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주에서는 연방으로부터
2019년까지 포함하여 매년 5억 1,820만 유로(1유로를 1,300원으로 계산하
면 6,736억 6,000만 원 정도)의 재원을 취득하게 되었다.12) 각 주에서는
저마다 이 재원을 활용하여 자신에 특유한 지역적 곤란상황을 부분적으
로 그리고 특정적으로 설정하여 극복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에 관한
수단을 예시하자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든지, 기존의 주택에 새로운
9) Pestel Institut, 앞의 논문, S. 2.
10) Tagesschau, 29. August 2015, Schmickler.
11) Pestel Institut, 앞의 논문, S. 3.
12) <http://www.bund.de/themen/stadt-wohnen/wohnraumfoerderung/soziale-wohnraumfoerderung/>, 독일 연방 홈페이지, 검색일 : 201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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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구속사항을 설정하든지, 사회가 감수할 수 있는 개축 내지 보수를
실시하든지 등의 방식 중 선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특히 난민 등 외국인 유입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예상을 벗어나는 우발적
수준이어서 그로 인한 주택문제는 그만큼 영향을 받는 규모와 해당 지역
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13)

2. 현재 법적 근거
독일의 경우 사회주택 건설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주택구속법 즉 사회
주택의 특정목적의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관련 구속적 사항에 관한
법률이라는 주택건설에 관한 법률을 제시할 수 있다.14) 이 법률은 1965년
주택건설 부문에서 자가소유 주택의 형성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주택 부문에서 기왕에 특정된 목적의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조 항 법 률 제 2조 (als A rtikel 2 des G esetzes zur verstaerkten
Eigentumsbildung im Wohnungsbau und zur Sicherstell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를 구체화한 대상법률로서 제정되었다.
주택구속법의 목적은 사회주택 거주권을 보유한 자가 사회주택에 살
수 있도록 그 권리와 주변여건의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차료에 대해서는 동법 제8조에서 실비 수준의 임차료(Kostenmiete)라
고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그 규정을 살펴보면, “처분권한을 가진 이는
이 주택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비용에 충당하는 데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대가 즉 임차료로 사용권을 양도해서는 즉 임대해서는 안 된다.”
13) 난민유입으로 인하여 사회주택 수요가 커졌다는 논조의 기사로는 DIE WELT Digital,
15.12.2015, Karsten Seibel, Neubau – So werden Fluechtlinge die Wohnungsnot
verschaerfen, <http//www.welt.de/finanzen/immobilien>, 벨트 신문, 검색일 : 2016.2.17.
14) WoBindG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von 24.
08. 1965 = “Wohnungsbind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3. September 2001 (BGBl. I S. 2404), das zuletzt durch Artikel der Verordnung vom 31. August
2015 (BGBl. I S. 1474) geaendert worden ist”. (연방법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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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시하였다.15)
독일 실정헌법인 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사회주택 영역
에 관해서는 연방과 주가 경합적 입법권한(konkurrierende Gesetzgebung)
을 행사한다. 따라서 연방의 주택구속법은 오직 각 주가 주거공간지원에
관하여 새로 규율할 때까지만(bis zur Neuregelung)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연방의 주택구속법 제18e조와 제22
조만은 2006년 9월 5일자 주거공간지원-인계법률(WohnraumfoerderungUEberleitungsgesetz (WoFUEG) vom 5. September 2006, BGBl. I S. 2098,
2100)16) 제2조에 따라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바이에른, 브레멘, 헤센
등의 주에서 해당 주에 유효한 주택구속법률을 제정하였다.17)

Ⅲ. 사회주택의 현황
1. 사회주택의 수요와 공급
독일에서 2017년 3월 시점에 주거인이 지급 가능한 수준에서 주거공
간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절박하게 긴급한 수준이라
15) 1990년대 초반까지 변천상황에 관하여 이보다 더 자세한 설명으로 황명찬, 앞의 논문,
“II. 사회주택 정책의 역사” 부분 참조.
16) 조항법률(Artikelgesetz)에서는 각 조마다 대상법률을 하나씩 지정해서 해당조항을 개
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된다. 결국 조항법률의 개정사항에 관련된 모든 법률의 해당
조항을 이로써 개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대상법률이 이 법률이기 때문에
연방법령공보 국내편 I의 2098에 조항법률이 있고, 그 조항법률 제2조의 대상법률을
다시 지칭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인용 부분에서 쪽수가 2098과 2010 두 개 제시된
것이다.
17)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관련법률 Gesetz zur Foerderung und Nutzung von
Wohnraum fue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WFNG NRW), Stand: 11.7.2017
(<http://recht.nrw.de/lmi/owa/>,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홈페이지, 검색일: 2017.7.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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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할 수 있다.18) 인구급증 경향을 보이는 대도시 지역의 주민은
대부분 주거부족 사태에 시달리는 중이다.19) 금융계 다시 말해서 은행
과 저축금고에 미치는 재정적 측면의 압박도 그만큼 심각하다.20)
사회주택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자면, 대개 건축주가 정부 측의 지원
을 요청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축주택 투자자가 사인인
데도 의무적으로 그 공간의 30퍼센트를 사회주택으로 지정하기도 한
다.21) 사회주택의 경우 건축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주택 입주권
(Wohnberechtigungsschein)을 가진 이에게만 낮은 수준의 임차료로 제공
해야 한다. 사회주택 입주권자의 소득 수준이 일인가구인 경우 일 년
기준 1만 2,000유로인데 2인가구의 경우 1만 8,000유로로 설정되어 원칙
적으로 사회주택 지원의 대상 범위가 한정된다. 이는 또한 주마다 달라
18) 현재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대개 약 100만 개의 부동산이 부족하다고 한 연구기
관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제9차 독일 부동산경제 중 주택건설 대회
Wohnungsbaustag 기념으로 일군의 학자가 수행한 연구였다. 주택시장의 어두운 미래
가 그려져 있었다. 그 사이에 138개 도시와 크라이스에서 부동산의 부족 사태에 시달린
다. 특히 이른바 7대 도시 즉 베를린, 함부르크, 뮨헨, 뒤셀도르프, 쾰른, 프랑크푸르트,
슈툿가르트 등의 경우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규모의 주거공간을
획득하기 힘들게 되었다. 극단적 사례이기는 하지만 특히 베를린의 경우 20 제곱미터
의 주거공간에 대하여 600유로를 내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Spiegel Online, 22. Juni
2017, Stefan Schulz,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wohnungen-in-deutschland-wahlkampf-mit-der-not-a-1153648-druck.html>, 슈피겔 주간지, 검색일 : 2017.6.30.
19) 독일의 부동산시장은 2010년 이후 고공행진을 계속해왔다. 대도시의 경우 그 가격이
일부는 70퍼센트 넘게 상승했고 베를린에서는 90퍼센트, 뮨헨에서는 110퍼센트 넘게
인상되었다. 그 재원을 살펴보면 은행이나 저축금고에서 받은 대출금이었다. manager
magazin, 28. Juni 2017, Christoph Rottwilm, Lage am Haeusermarkt spitzt sich zu – So
schaut die Bundesbank der Immobilienblase beim Wachsen zu, <http://www.manager-magazin.de/finanzen/artikel/> 메니저 메거진, 검색일: 2017.6.30.
20) 2015년 주택건설 대출액이 크게 늘었다. 전년대비 3.5퍼센트나 올라서 13년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고 대출총액은 2015년말 기준으로 1조 2300억 유로로 기록을 갱신했다.
지난해보다 우려가 커졌다. 수평선 위에 구름이 일기 시작한 듯하다. 부동산 시장에
관하여 매번 평가해왔던 연방은행 대표 돔브레트의 Bundebank-Vorstand Dombret 발언
이다. manager magazin, 28. Juni 2017, Christoph Rottwilm.
21) Tagesschau, 29. August 2015, Schmick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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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어서 예컨대 베를린의 경우 소득한계가 일인가구의 경우 1만
6,800유로인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1만 8,010유로로 설정
되어 있다. 사회주택으로서 2002년 약 250만 가구단위의 주택을 지원했
는데, 2015년경 약 150만 가구단위 임대차 주택으로 축소되었다.22) 그
원인은 사회주택 입주자의 수입이 늘어 요건 충족에서 벗어나든지 35
년 내지 40년이 흘러 사회주택 의무적 제공기간을 지나 시장으로 전출
되든지 따위의 것이다. 종전에는 객체 지원형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오늘날에는 주체 지원형식이 득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국가가 사회주택 수요자 자신에게 주거지원금(Wohngeld) 지급 방식으
로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2012년말 통계청의 집계
에 따르면 주거비 지원을 받는 숫자는 약 78만 3,000명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거부족 사태에 대비하고자 마련해 두었던 공공의 사회주택
제도 부문에서는, 현재 정부 측에서 의식적으로 수많은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하는데도, 사인인 건축주가 사회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하고 의심을 일으킨
민간부문 건설기획 전문가 울리히 야케가23) 관련 행정청에게, 사인 건
축주가 사회적 주택 건설에 참여하면 과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22) Tagesschau, 29. August 2015, Schmickler; 2013년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주택의 규모는
148만 가구이었는데 이 규모는 2012년과 대비하면 약 6만 3,000가구가 축소된 것이다.
그중 절반 넘게 축소한 작센 주가 주목되고 있다. 작센 주에서는 2012년 4만 2,000
가구에서 2013년 7,000가구로 줄었다. 83.5퍼센트나 축소되었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2012년 오히려 총 6만 5,819가구로 지난해 대비 거의 67퍼센트 증가했다. 기본적 추세는
대부분 도시의 임대차 가구가 늘어나는 데 비하여 사회주택 확보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일 년에 연방 전체규모로 15만 가구의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ZEIT Online,
27. Juli 2015, Sozialer Wohnungsbau – Weniger Sozialwohnungen in Deutschland,
<http://www.zeit.de/wirtschaft/2015-07/>, 챠이트 주간지, 검색일 : 2016.2.15.
23) Spiegel Online, 30. März 2017, Kwasniewski, Nicolai, Sozialer Wohnungsbau – Massiv
gefördert, kaum gebaut,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mieten-in-deutschland-warum-fehlt-es-an-sozialwohnungen-a-1141001-druck.html>, 슈피겔지, 검색일 : 201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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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그 대답이 복잡했다고
한다.24) 뿐만 아니라 부동산자문회사 륍케 박사와 켈버의25) 전무이사도
수개월에 걸쳐 16개 주의 지원프로그램을 분석해서 공표하였다.

2. 사회주택의 임차료 수준과 현황
임차료가 지급 가능한 합리적 수준에 이르는 주거공간을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긴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실제로 건축되고
있는 주거공간의 경우 그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 가구를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각 가구에 따라 저마다 감당할 수 있는 임차료
즉 월세의 수준은 매우 다를 것이다. 하지만 난방비, 전기세, 월세 등으로
수입의 삼분의 일 이상을 기꺼이 지출할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독일의 평균적 가구당 순수입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모든 월세가구
의 오직 10퍼센트만 제곱미터당 13유로를 (유로 1,300원 환율로 계산하
면 13유로는 1만 6,900원 정도다. 59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월세가 99만
7,100원 정도를 말한다.) 감수할 수 있다.26)
대도시, 인구급증지역, 대학소재지 등이라면 이보다 낮은 월세로는
방을 거의 찾을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연방건설부의 평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일 년에 35만 개 정도 새로운 주거공간을 건설해야 한다.27)
그 중에서 8만 개의 주거공간은 반드시 빈민층을 위해 확보해 두어야
24) drlebkekelber (German Real Estate), Residential Survey Q1 2017 – gefoerderter
Mietwohnungsneubau aus Investorensicht,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5) Immobilienberatungsfirma Dr. Lübke & Kelber (Spiegel Online, 2017.3.30, Kwasniewski)
26) Ulrich Jacke (Spiegel Online, 2017.3.30, Kwasniewski)
27) 일 년에 35만 개 주택의 공급 수준은 연방재무부 장관 쇼이블레도 확인한 바이다.
지난해 즉 2016년에는 27만 8,000개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4년 이래로 최대 규모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Spiegel Online, 21. Juni 2017, Bauboom – Schaeuble sieht keine
Gefahr einer Immobillienblase,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 슈피겔지, 검
색일: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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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물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방건설부가 제시한 두 개의 수치도 현실
과 상당히 큰 거리가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실제로 2015년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총 25만 개 주거공간의 건축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
서 사회주택은 1만 5,000개를 넘지 못했다.28) 총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사회주택의 총수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주
택을 사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자는 사회주택의 더 낮은
임차료로 인하여 투자하기에 주저했다. 연방은 난민위기의 결과 더 심각
해진 주택의 곤란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원을 투입하였다. 연방건설
부장관 바르바라 헨드릭스(Bundesbauministerin Barbara Hendricks, 사회
민주당 소속)의 발언에 따르면 연방재원의 규모를 늘려서 사회주택 건
설 부문의 새로운 추세를 열어나갔다고 한다. 몇 개 주는 연방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해당조치를 취했지만 일부 주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한다.29)
이에 대하여 다음 연방의회의 회기가 개시되면 곧바로 헌법개정을
단행해야 비로소 사회주택 건설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
었다. 인구팽창지역의 지급가능한 주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방은
2017년과 2018년 그에 필요한 재원으로 각각 15억 유로로 평상시보다
세 배나 되는 규모로 지원을 늘렸다. 연방건설부 장관 헨드릭스의 평가
에 따르면 매년 최소한 35만 개의 주택을 건설해야 난민유입 등 이민으

28) Spiegel Online, 2017.3.30, Kwasniewski. 독일에서 사회주택으로 2016년에 전국적으로
2만 4,550개에 주거공간을 건축하였다. 지난해보다 약 1만 개가 많아졌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9,301개로서 제1위를 차지했다. 바이에른주와 베를린이 그 뒤를 이었
다. 연방과 주는 2016년 사회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의 목적으로 34억 유로를 투입했다.
이는 그 지난해보다 10억 유로가 더 많은 수준이었다. 이로써 3만 1,832개 주거공간이
지원을 받았다. 주거공간 기준으로는 약 20퍼센트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주거공
간의 신축 이외에도 개축 및 수리 목적에도 지원을 제공하였다. Spiegel Online, 12.
Mai 2017, Plus von zehntausend – Staat baut mehr Sozialwohungen, <http://www.
spiegel.de/wirtschaft/soziales/>, 슈피겔지, 검색일 : 2017.6.30.
29) Spiegel Online, 12. Ma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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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늘어나는 수요까지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2016년 주택건설은 27만
8,000개에 그쳤다. 그중에서 사회주택은 2만 4,550개에 불과한데, 2015년
에 비하면 약 1만 개나 늘어난 숫자라고 한다. 사회주택의 수요는 주택건
설부문의 평가에 따르면 매년 약 8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30)

3. 공공부문 주택건축 주체
사회주택 건설의 주체는 과거에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영 주택
기업 또는 협동조합 또는 사인인 투자자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오늘
날 공공부문의 주택건축회사(öffentliche Wohnungsbaugesellschaften)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90년대 공공부문 사업의
민영화 및 사영화 내지 상업화라는 몽상을 추구하느라 보유부동산
(Liegenschaften)을 매각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민간부문의 건축
회사에게 충분한 유인을 부여해야 비로소 사회주택의 건설을 기대할
수 있게 된 형편이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현실적으로는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공적 지원계획은 상당한 숫자에 달하지만, 현실의 건축현장
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31)
도대체 왜 그럴까? 민간부문 건축회사에 대한 유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륍케와 켈버 부동산자문회사에서는 그의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내고자 부동산경제 영역에서 현재 활동하는 1,000개 넘는
회사에 설문지를 돌려 결과를 추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개 부동산-주
식회사, 주택공간기업, 휴양지부동산회사, 보험회사, 펀드제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사항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모두 부동산을 안전한
30) Spiegel Online, 1. September 2017, Immobilien : Verbaende warnen vor Kollaps des sozialen Wohnungsbau,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wohnungsnot-sozialerWohnungsbau-vor-dem-kollaps-verbaende-warnen-a-1165769-druck.html>, 슈피겔지,
검색일: 2017.9.11.
31) Spiegel Online, 2017.3.30, Kwasnie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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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 보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 지원을 받아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일은
이들 기업에게 별로 매력이 없었다.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월세에 대한 각종 구속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택
에 들어올 자격을 갖춘 세입자에 관한 한 그냥 보기에도 성가신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얽혀 있다. 셋째 지원계획에 따라 수혜조치
를 받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그와 같은 여러 원인 중에서 사실상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수익성(Rendite) 기준이었다.
그 다음 차례로 등장하는 이유는 지원 그 자체가 지닌 문제였다. 사회
주택의 건설 업무는 약 10년 전부터 연방이 아니라 주의 관할사항으로
이전되었다.32) 그에 따라 지원의 조건도 각 주의 형편에 따라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공공주체로
서 지원하는 방안 중에서 제일 편리한 것이라면 저렴한 금융대부
(Kredite)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금금고(Pensionskassen)나 보험
회사로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재원을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거두는
것을 기대하며 원한다. 이들로서는 새삼 그리고 애써 주 당국으로부터
대부를 얻어낼 필요조차 없기 마련이다.33)
게다가 대개 평가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따르면 “전형적인 사
회적 약자에 속하는 세입자 집단”이라는 문제가 덮쳐온다. 투자자의 관
점에 보면 사회주택 세입자 집단이 일으키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건물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고 행정비용이 더 커지
32) 2019년 이후에 사회주택 건설에 관하여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든 정당이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연방이 주의 전속
적 관할사항이던 사회주택 건설 부문에 어떻게 재정 측면에서 관여하게 될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만큼 투자자도 계획의 안정성에 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Spiegel
Online, 22. Juni 2017, Stefan Schulz.
33) Spiegel Online, 2017.3.30, Kwasnie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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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동산의 매각에도 불리하게 된다. 그런데도 설문지 응답자의 사분의
삼이 - 물론 현재 여건 아래에서는 아니지만 - 원칙적으로 사회주택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4.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
주택건축 시장의 선두주자 측에서 지적한 바를 살펴보면, 대부조건을
개선한다든지 지원기간을 더욱 길게 설정해 준다든지 등의 조치 대신
취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매력적인 해결방안이 있다고 한다. 그 제안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를 국가가 스스로 안아 들이자는 것으로
예컨대 주거비용 보조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택건설업자한테
건설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하는 방식은 일종의 주택공급자 즉
객체 지원방식인데, 그 대신에 임차인 내지 세입자를 지원하는 수요자
주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수요자지원 방식으로써 반대급
부 방식이지만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로서
는 지원조건에 맞추느라 애쓰지 않고 주택을 건설해도 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월세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임차인 내지 세입자 연맹(Der Deutsche Mieterbund) 측에서는 이
방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세입자연맹 사무총장은, 만약 주 국가가
수요자 주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지원청구권자의 범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계기로
공급자로서는 아예 사회주택의 건설 자체를 중단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주체 지원방식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으로 수요자의 재정형
편이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면, 그와 같은 세입자의 주택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수요증가에 따라 제곱미터당 월세가격도 더 상승하게
만들 압력이나 추진력이 형성될 것이라고 비판한다.34)
34) Der Deutsche Mieterbund 독일임차인연맹 (Spiegel Online, 2017.3.30, Kwasnie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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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마땅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주택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만 보아도 사회주택
은 거의 170만 개에서 130만 개로 축소되었다. 2020년부터는 주의 사회
주거공간 지원용 재원도 더 줄어들게 되었다. 연방이 매년 이월하던
사회주거공간 지원금을 - 거의 10억 유로(1유로를 1,3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조 3,000억 원 정도)가 넘는 대규모의 재원인데 - 중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35)
독일 건축업계(Hauptverband der Deutschen Bauindustrie)의 예측에 따르
면 2017년 완성될 주택의 총량은 32만 개로서 예년에 비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 물량에는 신축분은 물론 고층건물의 상층부분
을 주택공간으로 개축한 분량도 포함된다.36)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에 따르면 지난해 즉 2016년에 건설한 사회주택의 규모는 27
만 8,000개에 달하였다고 한다. 건설산업 연맹(Der Hauptverband der
Bauindustrie) 측은 2017년 전반기에 매출액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설주택 총량이 10퍼센트가 늘어 최고기록을 세웠고, 건축수임 계약건
수도 약 5.5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써 매년 40만 개 주택을
새로 건축해야 한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독일 연방 주택
및 부동산 기업연맹(Bundesverband der deutschen Wohnungs- und Immobilienunternehmen - GdW)에서는 2009년 이후의 것으로 계산하면 건설해
야 할 주택부족분은 거의 100만 개에 육박한다고 평가하면서 토지취득세
와 기타 조세 감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7)
35) Spiegel Online, 2017.3.30, Kwasniewski.
36) Spiegel Online, 5. September 2017, Immobilien : Bauindustrie versrpicht 320.000 neue
Wohnungen bis Jahresende, <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immobilien-bauindustrie-erwartet-starkes-plus-beim-wohnungsbau-a-1166131-druck.html>, 슈피겔지, 검
색일: 20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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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체적 사례 (베를린 시와 작센주 드레스덴 시)
1. 베를린 시의 경우
위에서 논의했다시피 주택문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해야 할 현장의 문제인 것이 실상이다. 어차피 사회주택의 건설에 관한
책임은 그 주체가 주이고 베를린 도시국가는 주로서 지위를 지닌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시리아 난민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문제로
베를린시는 유례없이 높아지는 거주인구의 증가속도 때문에 각종 관련
문제로 더 심각하게 시달리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주택에 관한 논의에는
언제나 임대차에 관한 일반적 문제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 하지만 일단
사회주택에 대한 대책에 한정하여 하나의 전형적 사례로서 이하에서는
베를린 시의 조치를 살펴보기로 한다.38)
1.1 법적 근거
베를린시의 경우 사회주택에 대한 임차료에 관한 권리의 법적 근거로서 법률
차원에서는 주택구속법(WoBindG = das Wohnungsbindungsgesetz) 그리고
명령 차원에서는 제2차 계산명령(II. BV = Zweites Berechnungsverordnung)
및 난방료명령(Heizkostenordnung) 등이다.
1.2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료 규제
임차료 규제가 없는 개축 내지 신축 주택의 경우와 다르게 사회주택
건설의 경우 임차인이 새로 교체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임차료를 올릴
37) Spiegel Online, 5. September 2017.
38) 이하의 내용은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mieterfibel/de>, 아래 각종
자료 중 Sozialwohnungen 부분 (베를린 시 홈페이지, 검색일 : 2017.7.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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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러므로 새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를 개시하면서 나가게 된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지급해야 했던 바로 그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다.
사회주택의 경우 실비임대차(Kostenmiete) 원칙이 유효하다. 일정한
경제단위 즉 이른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die sogenannten laufenden
Aufwendungen) 즉 실비임차료가 상승하면 그 경우에만 임차료의 인상이
허용된다.
1.3 실비임대차 원칙 Das Prinzip der Kostenmiete
사회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제성에 대한 계산(Wirtschaftsberechnung)
을 수단으로 비로소 임차료를 판단한다. 어떻게 경제성에 관하여 계산할
것인지, 이는 제2차 계산명령의 II. BV 해당조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장차 임대인이 될 작정으로 건축계획을 가진 자는 건축계획 수립완료
이후 베를린 투자은행(Investitutionsbank Berlin - IBB)에 최종견적서(eine
Schlussabrechnung)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사실상 발생한 총비용
을 산출해야 한다. 총비용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1 자본비용(Kapitalkosten) 즉 건축에 투입된 자신의 자본과 타인
의 자본에 대한 이자
1.3.2 운영비용(Bewirtschaftskosten) 즉 실비, 행정, 보수유지 비용
및 임차료 누락 위험비용
이후 건축주에게 베를린 투자은행은 경제성 계산에서 도출되는 제곱
미터당 평균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고 승인한다.
만약 토지와 건축 비용을 타인자본으로 동원해서 그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비임차료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공공재원(oeffentliches Mittel) 예컨대 공적 건축비용 대차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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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용보조금 또는 비용에 대한 대차를 받았다면 통상적으로 그 실비
임차료는 임차인이 지급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경제성 계산에 따른 임차료 산정방식 이외에도 운영비용
(Betriebskosten)을39) 환산해서 사전에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운영비용에 관한 것은 반드시 일 년 단위로 정산해야 한다(신건
축임차료명령 NMV = Neubaumietenverordnung 제20조).
사회주택 임차인은 그렇게 계산한 실비임차료의 근거자료를 언제든
지 임대인한테서 열람할 수 있다고, 아니면 – 그 서류의 복사본을 – 스스
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요구할 수 있다. 그 권리가 사회주택 임차인에게
명문으로 부여되어 있다. 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베를린 투자은행
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제성 계산서는 물론이고 그 후의 모든 추가비용계
산 내용과 경제성 계산서의 발췌본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경우에 따라 베를린 투자은행이 직접 지원할 수 있다.
1.4 언제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는가?
사회주택의 경우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다음
과 같다.
-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던 행정 및 유지 및 임차료위험부담에 관한
일괄산정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 지원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인상된 경우
- 행정청의 부담 부과명령에 따라 건축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39) 운영비용에 Betriebskosten 속하는 비용의 사례를 들면 토지세, 상수도, 하수도, 강수량,
엘리베이터, 집앞도로 처소, 쓰레기, 관리인, 건물관리 및 개미등처리, 강설처리, 잔디
밭, 복도등전등, 굴뚝소제, 보험, 공동안테나 내지 광대역전산망, 난방, 온수, 기타 난방
관련비용 (예컨대 난방시설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 2017 임차료
현황 Berliner Mietspiegel 2017 (베를린시의 홈페이지 Berlin, Senatsverwaltung fuer
Stadtentwicklung und Wohnen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S. 20 Anhang 부록 “베를린
2017 운영비용 개관” Berliner Betriebskostenuebersicht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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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투자은행의 승인을 얻어 개축하거나 및 보수하는 경우
- 사전 계획에 따라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되어 있던 바에 따라
공적 지원이 축소되는 경우
- 계획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공적 지원이 소멸한 경우
임차료 인상은 임대인이 서면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
로 주장할 수 있다. 의사표시가 그 달의 15일까지 도달했다면, 인상은
다음 달의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보다 늦어서 도달한 경우라면,
이는 다음다음 달의 1일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신건축임차료명
령(NMV) 제4조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이미 합의했던 이른바
“임차료연계규정”(Mietpreisgleitklausel)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또한 소급
적으로 임차료를 인상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011년 7월 10일 효력을 발생한 “베를린 사회주택 건축에 관한 법
률”(Gesetz ueber den Sozialen Wohnungsbau in Berlin = 베를린 주거공간
법 Wohnraumgesetz Berlin)에서는 상당한 임차료 인상(Mieterhoehungen)
에 관하여 더 개선된 규율사항을 두고 있다. 이때 ‘상당하다’는 것은
임차료가, 개축 및 보수와 운영 비용의 상승에 따른 임차료인상을 제외
하고, 최소한 10 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4년 안에 최소한 15 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상당한 임차료 인상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료 인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그 달로부터 3번 째 달이 지나갈 때까
지, 아무리 늦어도 임차료인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 6번째 달이
지나갈 때까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임차료
인상은 숙려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임차료
인상을 요구받았는데 그 수준이 위에서 서술한 한계 이내에 멈춰 있는
경우, 그밖에도 주택구속법률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된 해지 및 숙려
기간의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료 인상에 관한 권리 보유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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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법률에서 규율한 사항으로는, 주택구속법률 제10조에서는 임차
료인상의 유효성에 관하여 설정해 둔 엄격한 요건을 들 수 있다.
임차료 인상의 경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임차료 인상의 계산방식을 (구비용, 신비용, 인상분) 밝히고 왜 인상
하는지 설명해서 (이유) 누구든지 인상 이유와 정확한 인상분의 금
액규모를 알 수 있는지 여부
- 임차료 인상에 경제성 계산서 또는 부가적 계산서가 함께 들어 있는
지 여부
아무리 그 인상금액의 규모가 권리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임차료 인
상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임대인은 이와 같이 형식을 요구하는 조항
(Formvorschriften)을 준수해야 한다. 실비임차료보다 더 높은 임차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라면, 임차인은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
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적 지원을 반환하고 임차료 상한 구속력 기간이 경과된 후라고 해
도, 임차료 구속 대상인 주택에 대하여, 일반적인 임대차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적 지원을 기한보다 일찍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게
는 여전히 10년 동안 주택구속의 효력이 미친다. 이를 연계구속기한
(Nachwirkungsfrist)이라고 부른다.
1.5 사회주택 건설의 경우 임차료 부담이 높은 경우 임차료 보조금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주택을 임차하여 사는 가구에게는 (제1지원
방식 1. Foerderweg) 그 가구의 임차료 부담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보장하
기 위하여 임차료보조금(Mietzuschuss)을 지급한다. 임차료 보조금으로
써 임차인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
적으로 그 목적은 소득에 편입이 가능한 금액의 총액에 대한 ‘난방비
빠진 임차료’의 비율이 통상적인 경우 30 퍼센트까지 그리고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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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불량한 건물에 대해서는 25퍼센트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법전 제2부와 제12부(SGB II und SGB XII)에 따른 급여수령자에게
는 임차료보조금의 지원으로 임차료를 적절한 규모로 줄여주는 것인데,
다만 이는 급여제공자가 임차료 지급책임을 전부 인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6 새로운 사회주택
기존의 사회주택 건설에 따른 주거공간과 (제1지원방식, 1. Foerderweg)
달리 2014년 이래로 새로운 사회주택의 경우 더 이상 실비임차료(Kostenmiete)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민법전의
BGB 관련조항이 효력을 미치는데, 이는 임차료 수준에 대하여 구속을
받지 않는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은 반드시
지원관련 계약에 설정된 임차료 특정에 관한 조항을 존중해야 한다.
2015년 주택건설지원 규정(Wohnungsbaufoerderbestimmungen)에 따르
면 새로운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최초의 무난방 임차료에 대하여 매월
제곱미터당 6유로부터 7.50유로의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자면 매월 평균
제곱미터당 6.5유로를 국가가 지원한다. 새로운 사회주택의 일부에 대해
서는 소득기준으로 보조금(einkommensabhaengiger Zuschuss)을 산정하
여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회주택의 경우 최초의 임차료에 대하여 매월
제곱미터당 8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구체적으로 그 가구의
수입에 따라 소득기준 보조금을 매월 제곱미터당 6유로까지 내려 산정
하여 지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지원기간은 대개 20년에 달하는데,
이때 순수 비난방 임차료는 2년마다 최고 매월 제곱미터당 0.20유로
인상할 수 있다. 임차인으로서는 보조금 인상의 상한을 감안하여 자신이
임차할 주택의 임차료가 장차 어떤 수준으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인지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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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센 주 드레스덴 시의 경우
2.1 기존 상황
작센(Sachsen) 주에서는 2016년 6월 22일에 비로소 주의회가 사회적
주거공간 확보의 길을 열었다. 작센 주는 흑적 (제1당인 기독교민주당과
제3당인 사회민주당 CDU und SPD) 연립정부가 집권하였다. 작센 주의
경우 임차료 제한과 계속입주 보장의 조치가 부과되어 있는 주택 이른바
사회주택의 숫자가 한때 20만 개 넘었는데 2013년에 이르면 겨우 7,000
개 밖에 남지 않았다. 심지어 인구집중 도시인 라이프찌히 시에는 사회
주택이 319개 남았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단 한 개도 사회적 주거공
간이 신축된 바 없다. 이 기간 동안 연방은 작센 주한테 보조금으로
매년 5,900만 유로(약 767억 원)를 지원하였는데, 작센 주에서는 이 재원
을 다 소진하지도 않아 2013년에는 겨우 2,240만 유로 및 2014년에는
3,630만 유로를 지출하였고 그 지원대상도 자가소유자에 한정했을 뿐
사회적 주택 건설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40)
2.2 작센 주의 새로운 조치
작센 주에서는 주민이 주택 부족과 임차료 상승 사태에 시달리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작센 주에서는41) 수도인 인구 55만 여명의
40) REPLIES 24. Juni 2016, Sozialer Wohnungsbau in Sachsen: zu spaet & zu wenig,
<http://jule.linxnet.de/index.php/2016/06/sozialer-wohnungsbau-in-sachsen-zu-spaet-zu-wenig/>, 검색일 : 2017.9.11; 기타 법적 근거 등에 관한 세세한 사항은 작센 주의 홈페이지
에서 찾아볼 수 있다.
41) 작센 주에서는 2019년까지 사회주택을 약 3,500개 확보하고자 1억 4,000만 유로(1,820
억 원) 규모로 지원할 것을 내각에서 의결하였다. 2017년 드레스덴과 라이프찌히 두
도시에 대해서는 총 1,125개 사회주택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총 4,150만 유로(539억
5,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원을 요청
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지난 17년 동안 작센 주에서는 사회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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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시에게42) 새로운 사회주택 부문이라는 항목으로 2,150만 유로
(1유로를 1,300원으로 계산하면 279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
다.43) 그러나 이 보조금 지급은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조치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제기되었다.44)
드레스덴 시 측에서는 이로써 사회주택 주거공간을 555개 새로 확보
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센 주로부터 2,150만 유로(약 279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새로 건축하든 아니면 개축⋅보수하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의 일부를
할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작센의 경우 내년에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1,350개의 새로운
주택공간을 공급하게 된다. 2017년 7월 2일 시점에 드레스덴 시에는
약 1만 200개의 사회주택을 확보했는데 그 중 200개는 1990년대 주택건
설지원 목적의 재원으로써 확보한 것이고 1만 개는 보노비아에 Vonovia
속해서 주거자격권리의 보유에 의거하여 확보한 것이다. 보노비아는
사례가 없었다. 워낙 빈 집이 많았고 낮은 임차료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많았기 때문이
라고 주당국자는 그 이유를 밝혔다. mdr 2. Juli 2017, Sachsen foerdert Sozialwohnungen
mit 41,5 Millionen Euro, <http://www.mdr.de/sachsen/millionen-euro-fuer- sozialwohnungenin-dresden-und-leipzig-100.html>, 2017.9.11. 방문 참조; 2015년 말 기준 인구 408만인 작센
주에서 작센/작센-안할트 건설사업자 연합의 평가에 따르면 약 4만 개의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난해 즉 2016년 작센 주는 연방으로부터 사회주택 건설 부문의 지원
으로 약 1억 1,70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았다. mdr 29. Juni 2017, Sachsen foerdert Eigenheime statt Sozialwohnungen, <http://www.mdr.de/nachrichten/ politik/regional/sozialwohnungensachsen-100.html>, 중부독일라디오, 검색일 : 2017.9.11. 참조.
42) <http://www.dresden.de/de/leben/stadtportrait/statistik/bevoelkerunggebiet/Bevoelkerungsbestand.php>, 발표시점 2017.7.17. 기준으로 2016.12.31.자 드레스덴 시 주민의 수는
55만 3,036명으로서 거주밀도는 킬로제곱미터당 1,695명이라고 한다. 독일 전역의 도
시 중 주민 수 기준으로 제12위를 차지하고 있다.
43) 이하 작센 주 소속 도시인 드레스덴 시에 관한 사회주택 관련 사실관계는 2017.7.2.자
mdr 방송의 인터넷판에 기반한 것이다. <http://www.mdr.de/sachsen/dresden/kritik-amfoerderprogramm-fuer-sozialwohnungen-aus-dresden-100.html>, 중부독일라디오, 검색일 :
2017.9.11. 참조.
44) mdr (2. Jul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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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대의 부동산연합기업(Immobilienkonzern)인데 2년 전에 부동
산기업 각파(Immobilienunternehmen Gagfah)를 인수하였다. 인수되기
이전에 부동산기업 각파는 구 드레스덴 주택건설회사(Dresdener
Wohnungsbaugesellschaft - Woba)가 보유했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하였
다. 현재 9,700개 보노비아-주택이 임대되고 있다. 사실상 모두 임대된
셈이다. 300개 현재 비어 있는 주거공간은 임차인이 바뀐다든지 개축⋅
보수 상태에 있다든지 하고 있을 뿐이다.
드레스덴 시의회(Dresdener Stadtrat)의 녹색당 재정정책 부문 대변인
은 이와 같은 지원계획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종류의 지원계획은 그 성격과 목적이 투자
이지 결코 사회주택 건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임차공간 확보기
간이 겨우 15년의 단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2035년이 되면 보노비아와 체결한 사회협약(Sozialcharta)은 효력이 소멸
하게 되고 그 결과 1만 개의 사회주택이 소멸하게 될 터이다. 바로 이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 사회주택의 경우 임차료의
인상을 묶어둔 기간이 겨우 15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몇 달 동안 도대체 사회주택의 최소한도 요건이 무엇인지 그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원래 4개 공간으로 구성된 주택에
는 욕실 2개와 베란다 1개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한다. 오랜 논쟁
끝에 적록적 (사회민주당-녹색당-신좌파당) 연합으로 이룬 시의회의 다
수진영에서 합의를 끌어낸 바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회주택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거부하였는데, 다만 여기에 “만약
사회주택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그에 따라 사회주택의 표준적 징표라고 해도 권고적 성격을 지닌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구속성을 지닌
모든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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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측에서는 사회주택에 관한 계산치가 모두 편파적으로 공급자
측이 제공한 지표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었을 뿐 비용 자체라는 객관
적 기준은 아예 무시해 버렸다고 비판한다. 주의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바는 사실상 벌써 이전에 산입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적인 것이다. 드레
스덴 시에서 공급자측이 제시한 평균적 임차료는 제곱미터당 10.30유로
(1유로 1,300원이라면 1만 3,390원)이었다. 사회주택의 임차료는 제곱
미터당 3.50유로(4,550원)의 지원을 감안하면 제곱미터당 6.80유로
(8,840원) 수준이다. 이로써 어떤 사람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의 사
회주택이 나타난 셈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주택에 입주하려면 그 요건으로 사회주택입주권(Wohnberechtigungsschein)
을 가져야 한다. 드레스덴 시에서는 지난해에 2,700개 정도의 사회주택
입주권을 발급한 바 있다. 이 중 4분의 3이 혼자 사는 남자이다. 신청자의
3퍼센트가 60세 이상의 계층에 속한다.
주택 및 부동산 협회 작센지부 지부장 라이너 자이페르트는 사회주택
이라고 해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입주할 수 없는 사람의 숫자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수령자조차 사회주택 입주
권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기도 하다. 통상 수준의 수입을 가진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데도 사회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주민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협회가 이에 해당
된다고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가 하나인 부부가 전업 맞벌이로
각각 최소임금을 받으면서 일한다면 그 수입만으로도 벌써 사회주택
입주의 소득 상한을 넘어서게 되어 사회주택 입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하
게 된다고 한다.
물론 사회주택 입주권 이외에도 임차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보조
금을 신청할 수 있다. 드레스덴 시에서는 6,500명 정도가 지난해에 주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실제로 신청자의 숫자는 2만 6,700명 정도에 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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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독일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펴보면서 몇 개의 시사점을 획득할 수 있
었다. 부동산 문제의 복합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역에 관한 특정
정책의 비중을 선택할 때에도 전체적 조감이 항상 요구된다. 각 영역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집단의 논거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작
업이 그래서 필수적이다. 사회주택 문제를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 집단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 문제에 관련된 부동산 문제의 전체상황에 대해서 사회주
택은 일종의 한계영역에 해당된다. 자가소유자 집단과 임차인 집단의
대비와 각 집단 내의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하여 정책적 비교와 선택
을 취해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관한 상대적
비중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인구 집중 내지 증가추
세 지역과 인구 희소 내지 감소추세 지역 사이의 대책은 달라질 수밖
에 없다. 단순하게 대비시키자면 저소득자에 속하더라도 각개 지역에
서 그 특성에 따라 자가주택 소유자과 주거임차인 중 어느 대상에
더 큰 비중으로 지원할 것인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사회주택의 문제
는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측과 임차하는 측의 대책을 모두 포함해
서 종합적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넷째 재원확보 방식과 재원투입
주체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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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bleme und Loesungen von dem
sozialen Wohnungsbau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yun, Mu-Ung*

45)

Hier handelt es sich um den sozialen Wohnungsbau fuer die sozial
schwachen Gruppen zum jetzigen Zeitpunkt in der BRD. Vorausgesetzt, dass
die allgemeine Vorstellungen dieser Institutition schon gegeben sind, ist hier
deshalb auf die heutige pro et contra Situationen und Reaktionen fokussiert.
Wegen des Einflusses der Fluechtlingen und des Entstehens der
Ballungsgebieten ist es zur Zeit dringend erforderlich, diese Institution noch
einmal positiv unter die Lupe zu bringen. Gegenmassnahme der Regierungen
richten sich erstens auf den sozialen Wohnungsbau im Bereich der
Bauindustrie und zweitens auf den direkten Schutz der sozial schwachen
Gruppen wie kinderreiche Haushalte, Alleinerziehende und behinderte
Menschen. Dafuer wird berichtet, erstens was fuer eine Zuhilfe fuer die
Bauunternehmen bereitet sind, zweitens welche Unterstuetzungen fuer diese
Gruppe angebotet sind, drittens welche Unterschiede sich zwischen Ballungsgebieten wie in Berlin und sonstigen Gebieten wie in Sachsen stellten. Auf
jeden Fall sollte man gegen diese Schwierigkeiten irgendeine Ermaessigungsoder Erleichterungsmassnahme treffen: erstens auf Bundes-, Landes- oder
* Associate Professor in Dept. of Law and Pubublic Service in University DA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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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unale Ebene, zweitens auf Angebots- oder Nachfrageseite, und drittens
auf welches Niveau d.h. mit der Gleichgewichtigkeit mit anderen Gruppen.
Dabei koennten wir einige wichtige und angemessene Andeutungen fuer
unsere Situationen in Republik Sued-Korea kriegen.
[Key Words] sozialer Wohnungsbau, Zuhilfe, Regulierung, Bund und Laender,
Zustaendigkeit, Mieter, Wohnberechtigungsschein, Bauindustrie,
Unterstuetzungsmetho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