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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is to solve the shortage of housing supply which have rent charge 

affordable to low and secondary poor income households and the social exclu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ustainable social housing 

development through social housing supply vitalization and Convergence Development 

of a Cooperative Association.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construct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literature and data, and 

system construction and integration for social housing activation plan a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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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FINDINGS

First, it supports the activation of private enterprises to supply social housing that 

meet the consumer demand. In addition, a creative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cond, it 

arranges a workplace in the social housing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that can utilize 

community business as a means of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residents of social 

housing. Third, it establishes a community business platform system that serves as 

a social integration incubator through cooperative operation.

2. RESULTS

Through this study, social housing co–operativ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not 

only to social integration, but also to the platform implementation and incubation role 

of community business in the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that lead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awareness about 

social housing activ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3. KEY WORDS 

∙social housing, social integration, cooperative society, economic independence, 

community business platform

국문 록

본 연구는 사회 ·경제  약자인 소득층과 차 상  계층의 임차료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  부족과 공공 임 주택

의 사회배제 문제해결을 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 은 사회주택 공  활성화와 동조합 융합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발 방안 제시에 있다. 문헌  자료를 토 로 이론  틀을 구성하고 사회주택 활성화를 한 시스템 구축 

 통합화를 도출하 다. 첫째 민간 사업자가 수요자요구에 맞는 사회주택을 공 하도록 지원한다. 창의 인 리체계를 

구축하여 입주민의 자발 인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둘째, 사회주택 입주민의 경제  자립방안으로 공동체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동조합을 설립하여 사회주택 내에 사업장을 배치한다. 셋째, 동조합 운 을 통하여 

사회통합 인큐베이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랫폼 체제를 구축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주택 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 뿐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랫폼 구 과 인큐베이  역할에 기여하기를 기 한다. 연구과제

로는 사회주택활성화와 사회통합에 한 인식의 환을 통한 주민의 자발  참여를 이끄는 지역 간 연계시스템 구축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핵심어: 사회주택, 사회통합, 동조합, 경제  자립, 커뮤니티 비즈니스 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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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목  

우리나라는 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

속 인 주거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화에 따

른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  약자인 

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1989년

부터 정부는 규모의 구임 주택단지를 조

성하 다. 이때 건설된 구임 주택은 소득

층의 집단거주로 발생하는 반사회  행 에 

한 부정 인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사회와의 격

리 상 등이 문제 으로 나타났다. 한 규

모의 택지공 이 가능한 지역에 맞춘 공공임

주택 공 은 수도권 공 이 제한 이었기 때문

에 수도권의 소득층에 한 주거해결에는 역

부족이었다.

사회는 가족형태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1인 가구가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 으나 

2010년 23.9%, 2015년 27.2%1)로 지속 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는 주택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월세가를 격하게 상

승시키고 임차료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감소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최근 정부에서도 소득층의 주거권을 하

여 부담 가능한 임 주택 필요성에 감하고 

2022년까지 재고 9%를 목표2)로 공공임 주택

건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임차료로 제공되

는 공공임 주택은 제한된 소득 계층에게 공

되다 보니 청년세  주거비부담 문제의 해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당면한 청년 주거 빈곤 문

제에 심을 갖게 되었고 문제 해결을 해 

2015년에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 다. 

특히 서울시는「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지

원 등에 한 조례」3)를 제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소형택지에 소형주택을 지어 임 주택으로 활용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회주택의 공 활성화를 

법 으로 제도화하 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사회주택공 의 주체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사회주택 공 택지가 부족하

다. 둘째,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기 치만큼 높

지 않아서 사업 우선순 에서 뒤처지고 있다. 셋

째, 사회주택에 한 공 자와 수요자의 인식이 

부정 이라는 이다. 이러한 공 의 한계 을 

해결하기 하여 인식의 개선과 공  활성화 정

책개선이 필요하다. 인식개선을 한 요방안

은 사회통합4)을 한 로그램이나 정책  지원

을 통하여 사회주택의 지속가능한 발 5)을 도모

해야 한다,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면 공 과 수요

를 자극하여 사회주택 공 이 활성화되고 사회

주택발 을 한 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 은 사회주택 입주민의 빈곤집

단화 문제해결, 사회배제의 해결,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범   방법

본 연구의 범 는 우리나라의 사회주택과 

국, 네덜란드, 랑스, 독일의 사회주택에 

하여 이론  고찰을 한다. 사회혼합/사회통합, 

 1) 통계청인구총조사 (kostat.go.kr).

 2) 김 미, "2022년까지 공공임  비율 9% 달성…OECD 평균 넘는다", 매일경제신문, 2017.06.12.

 3) 강세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한 조례제정의 의의”, 한국주거학회지, 한국주거학회. 2015, 10(1), p.17. 

 4) 신운경 외(2008)은 사회혼합은 사회배제를 이고 사회  다양성(Social Diversity) 증진을 통한 사회 불균형(Social Imbalance)

응책으로 사용한다고 하며 “사회통합은 사회혼합의 물리  혼합과 소득계층, 연령, 인종, 주택의 유형, 규모 등의 사회 반 인 인식으로

부터의 통합을 말하며 사회․문화․경제 인 입체  사회통합을 의미한다.”고 하 다.: 신운경, 김은미, 우 혜, 박철수, “주거단지의 사

회통합을 한 해외 건축계획사례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한건축학회. 2008, 24(15), p.15.

 5) 1992년 UNCED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발 을 “ 재  미래세 의 발  필요와 환경  필요가 동등하게 충족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지속가능발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해, 그 역사와 주요내용, 외교부통상부홈페이지(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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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에 한 이론  고찰을 통하여 사회주

택에 한 경제  융합개발을 도출한다. 발 방

안으로서 사회주택 공 · 리의 체계화  통합

화, 동조합을 통한 사회주택 입주자의 경제  

자립방안, 커뮤니티 비즈니스6) 랫폼 구 을 

범 로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하여 지역

사회 계망을 형성하고. 다양한 로그램을 인

큐베이 하여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포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서 과 연구논

문, 통계자료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한다. 사회

주택의 공 과 인식의 개선이 지속가능한 사회

주택발 에 주는 향을 이론  근거를 배경으

로 연구한다. 사회배제는 사회  인식의 범주이

므로 개선의 효과가 제한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택에 동조합이라는 경제  조직의 융합

을 통하여 동질의 인식을 가지는 공동체 망을 만

드는 것을 제안한다. 동조합 운 을 통하여 사

회주택 입주민이 경제  자립을 이루면서 사회

배제 문제해결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 으로 연계한다.

Ⅱ. 이론  고찰

1. 사회주택  사회통합의 의의

사회주택의 개념은 소득층 주택문제 해결

을 한 사회 복지  주택공  형태로써 구임

 등 장기임 주택을 의미한다.7) 해외에서는 

공공임 주택 이외에도 비 리단체나 동조합 

등 사회  경제주체에 의해 공 되는 사회주택

의 비율이 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8)

한국의 사회주택은 사회  경제주체가 정부

로부터 택지지원, 융지원, 조세지원 등을 받아 

주거취약계층에게 공 하는 임 주택으로 정의

하고 있다. 주택의 수요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부

담 가능한 정주거비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주택의 상

은 소득  간 소득자로 하며 공 재정을 덜 

지원하는 신 상범 를 넓 서 지원하는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공공임 주택의 가장 큰 문제 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배제는 사회에서 정하게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릴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사회참여, 사회  

보호, 사회통합 등이 결여된 계  문제에 

을 두고 있다. 사회배제 요인은 사회주택 입주자

의 경제  빈곤 뿐 만 아니라 심리  측면의 빈곤

과도 계가 깊다. 심리  고립감, 상  빈곤

감, 사회·문화  소외, 정치  배제, 공간  격리 

등의 다차원  문제들의 인지가 첩되었기9) 때

문이다. Rowlan ds외(2006)10)는 사회통합을 

한 수단으로 사회혼합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는 인구구성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

다. Hills (2007)11)는 사회혼합정책의 문제

해결과 소득혼합을 추구하기 한 여섯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 규모 재건축  리모델

링의 사회혼합  주택배정정책 ②사회임 주택

의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주택공  ③고 화 개

 6) 임정 (2013)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역주민이 심이 되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비즈니스로서 지속 으로 체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냄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 임정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정책설계에 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2013, 24(1), p.271.

 7) 장 석,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주택 발 방안에 한 연구”, 남 학교 박사학 논문, 2016, p.9.

 8) CECODHAS, “Housing Europe and ICA Housing.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using around the World, 

Brussels, 2012. : 동 주택 (A Key for sustainable housing in Europe 2012.4.26 뤼셀 지역 원회 회의자료).

 9) 한 , 서우석, “ 도시 지역의 주거지 가 주  빈곤에 미치는 향”, 서울도시연구, 서울연구원. 2014, 제15권 제4호. p.81.

10) Rowlands R., A. Murie and A. Tice,“More Than Tenure Mix: Developer and Purchaser Attitudes to NewHousing 

Estates”, Joseph Rowntree Foundation and 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 Alden Group Limited, Oxford, 2006, 

p.13.

11) Hills J., “End and Means: The Future Roles of Social Housing In England, CASE Report 34”,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2007, 34,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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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논문주제  내용

국외

련

여경수

(2008)
12)

유럽연합(EU)사회주택 법제 분석을 통한 임

 주택 법제 개선 방안: 법제  공 리의 

문제 과 개선방안 제시

국내

련

강세진

(2015)
13)

서울특별시 사회 주택 활성화 지원에 한 조

례제정의 의의: 수요자와 공 자 참여⋅실행

을 한 정교한 법 제정  

신수임

(2015)
14)

사회주택에서의 주거 리: 공동체성, 경제  

안정, 상생과 력의 사회주택으로 리

<표 1> 사회주택 공 · 리의 변화

구분 연구자 논문주제  내용

국내

련

이혜진

(2011)15)

사회  혼합 아 트의 사회통합 효과 연구: 환

경  요소, 거주경험이 사회통합증진 효과 제시 

이주

(2012)16)

분양, 임 아 트혼합 주거단지의 공간구성과 

사회  혼합: 교류환경이 조성된 지구는 사회

활동과 교류, 사회혼합 이룸.

남상호 외

(2014)17)

사회  혼합주거 단지의 갈등 리: 혼합단지 

갈등 리교류방법 

국외

련

김주진 외

(2005)18)

사회통합을 고려한 임 주택 정책 개발사례

의 특성 연구: 외국사례 연구와 지역 내 로

그램 연계운  등 사회 ·경제  자립지원 병행 

신윤경 외

(2008)19)

주거단지의사회통합을 한 해외건축사례 연

구: 입주자 교육  사회 경제  통합 로그램 

백지숙, 

이용규 

(2015)20)

공공임 주택 계획수법으로서의 쇼셜믹스 용

에 한 연구: 공공임 주택의 거주환경 개선 

<표3> 사회주택 거주자의 사회통합/사회혼합

구분 연구자 논문주제  내용

국외

련

송애정 외

(2013)21)

지역발 을 한 동조합의 역할: 스페인 

동조합은 인 라 구축, 인 자원 구축체계 강조

박정민 외

(2015)22)

동조합을 활용한 사회 안 망 구축 가능성 

모색: 이탈이아에서 동조합은 사회서비스, 경

제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에서 요한 역할  

국내

련

김병철 

(2015)23)

동조합에 한 정부의 지원정책 연구: 동

조합은 창업 진, 복지기여, 사회 기업 출  

진, 사회서비스,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활동 기여

<표 2> 동조합을 통한 사회통합발을 통한 공 확  ④고소득 세입자 유지를 통

한 주거지의 질  수 유지 ⑤ 세입자의 소득

증  ⑥다양한 유형과 소규모의 혼합개발 병행 

등이 그 안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표 1>의 연구를 보면 사회에서는 사회

주택의 공 뿐만 아니라 리에서도 사회통합

인 측면에서 공 자와 수요자의 만족도를 반

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표 2>의 연구에서

는 사회  약자가 사회통합을 향상시키기 해

서 동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어 왔다. 

<표 3>의 연구에서는 각국의 사회주택 사회배제

의 응방안으로써 사회통합 는 사회혼합에 

12) 여경수, “유럽연합(EU) 사회주택법제 분석을 통한 임 주택법제 개선방안“, 충북 학교 박사학 논문, 2008, pp.72～99.

13) 강세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한 조례제정의 의의”, 한국주거학회지, 한국주거학회. 2015, 10(1), pp.16～19.

14) 신수임, “사회주택에서의 주거 리”, 한국주거학회지, 한국주거학회. 2015, 10(1), pp.20～22.

15) 이혜진, “사회  혼합아 트의 사회통합효과 연구”, 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 2011, pp.7～17.

16) 이주 , “분양, 임 아 트 혼합 주거단지의 공간 구성과 사회  혼합”, 지리학논총, 국토문제연구소, 2012, 제58호, pp.79～92.

17) 남상호, 김갑열, 허강수, “사회  혼합주거단지의 갈등 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 2014, 제26권 제5호, pp.268～

281.

18) 김주진, 서수정, 정경일, “사회통합을 고려한 임 주택정책  개발사례의 특성 연구”, 한국토계획학회지,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40(6), pp.160～175.

19) 신운경, 김은미, 우 혜, 박철수, “주거단지의 사회통합을 한 해외 건축계획사례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한건축학회. 

2008, 24(15), pp.14～21.

20) 백지숙, 이용규, “공공임 주택 계획수법으로서의 쇼셜믹스 용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한건축학회, 2015, 

31(7), pp,50～56.

21) 송애정, 김 성, 장지인, “지역발 을 한 동조합의 역할“, 한국지역경제연구, 한국지역경제학회, 2013, 제25집, pp.120~136.

22) 박정민, 김항희, 이재두, “ 동조합을 활용한 사회안 망 구축가능성 모색”, 한국 기 리논집, 한국 기 리연구소, 2015, 제11권 제3

호, pp.68～70.

23) 김병철, “ 동조합에 한 정부의 지원정책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학술교육원, 2015, 13(2),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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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통합과 

동조합에 한 근방식으로 사회주택 입주민이 

심이 된 커뮤니티를 활용한 경제활동 지원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주택 입주민이 동조합 공

동체를 활용한 경제  활동 심의 사회통합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 (incu bating)

역할을 강화한 사회주택의 융합개발이라는 에

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Ⅲ. 국내·외 사회주택의 황과 

시사

1. 우리나라의 황

우리나라의 사회주택 공 은 사회  기업과 

같은 비 리 민간단체가 주도하기 때문에 공공

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 인 공공의 재정을 보

완할 수 있다는 이 특징이다. 정병호 외

(2015)24)의 연구에 의하면 3,300가구의 조

사·분석 결과 매월 주거비 부담정도가 주거만족

도와 주거가치 에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향 등으로 공공임 주택은 

최근 사회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층 주

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공 상을 확 하고 민

간건설주택을 활용하는 등 정책을 다각화하고 

있다. 2000년  후반부터 공 되는 보 자리주

택, 행복주택, 뉴 스테이 등이 표  사례이다. 

주거 안정성이 낮은 신혼부부, 학생, 사회 년

생을 공 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임 주택에 

정한 시장가격을 반 하고 상계층을 확 하

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기존 주택을 활용한 사회주택 공 방

안으로 소득층이 거주하던 생활권을 유지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매입임 주택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기존 다가구 다세  

주택을 매입하여 과다한 공공자  투입, 사회배

제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안으로 도입되

었다. 그러나 매입임 주택사업은 지역이 산발

으로 분포하여 리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

입되는 단 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 을 보

완하는 복합  측면의 집주인 매입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제한  공   

정책추진의 미흡함으로 사회주택의 물리  공

부족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한 소 트웨어  

설계요소가 잘 반 되지 않고25) 있는 실정이다.

2. 외국의 황

1) 국

국의 사회주택은 1919년 지방 정부에 국

고보조 으로 주택건설 의무를 부여하면서 시작

되었다. 1930년 사회주택지역의 슬럼화 해결을 

한 ‘슬럼정리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임 료보조제도도 도입되었다. 1964년 주택공

사 설립, 1965년 「임 료법」을 개정하여 공정

임 료 제도를 도입하 다. 그러나 국 주택정

책의 신 인 변화는 1980년「주택법」26)에 

주택불하권, 입주자헌장 등의 도입이었다. 

국의 임 주택 량 건설시기에 공 된 

단지의 임 주택비율은 40%이상으로 증가하

다. 국은 사회주택의 공 이 증가함에 따라 사

회주택지역의 사회배제 상이 범죄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아지므로 사회혼합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하 다. 이와 련하여 Kepen 외(200

6)27)의 연구에서는 규모 사회주택단지의 문

24) 정병호, 정재호, “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3집, 

p.266.

25) 최수범, 이주형, “공공성 확보를 한 역세권 개발 특성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65집, p.65. 

26) 권세연, 박환용, “ 국사회주택의 사회혼합정책 연구”, 주택연구, 주택연구학회. 2009, 제17권 제2호, p.169.

27) Kepen R., A. Murie, T. Knorr-Siedow, and I. Tosics(eds.), “Regenerating  Large Housing Estates in Europe: Aguide 

to better practice”, Urban and Regional research centre Utrecht, Neitherlands. 2006,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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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을 물리 , 경제 , 인구·사회·문화  거주 

합성, 안 성 측면에서 제시하 다. 그가 지

한 종합 인 의 문제 들은 사회배제 상

과 상 계가 깊다. 

한편 국의 앙정부는 사회배제 해결을 하

여 지속가능공동체(Sustainable Community)

설립을 비 으로 제시하 다. 2003년 지속가능

공동체는 ①활동 이며 포 인 안  ②양호한 

운  ③환경 양호한 삶의 공간 고려 ④질  수  

높은 디자인과 건축 ⑤양호한 연계성 ⑥경제성 

번  ⑦맞춤형 서비스 제공 ⑧포 인 공평성 

확보 등의 요소이다. 이러한 비 과 원칙은 지방

정부와 주택공사, 주택 회 등이 수28)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국 

사회주택의 사회혼합정책은 사회혼합 유, 소

득, 연령, 인종정책에서 다양한 방안을 구 하면

서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주택 회  지방자

치단체가 건설한다. 네덜란드에서 공 되는 사

회주택은 국가의 직  공 과 비 리단체 등을 

통한 공 이 병행되어 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

는 목 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 자인 사회경

제 주체에게는 사회주택의 비 리 운 을 보완하기 

하여 조세감면, 융 혜택, 주택보조  등의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공 에

는 비 리섹터의 역할이 크다. 비 리섹터는 네덜

란드의 ‘기둥사회(pillar society)’ 개념으로 카톨

릭, 개신교, 자유주의, 사회주의 네 개의 공동체가 

각각의 기둥으로 존재하고 있다. 기둥들의 통은 

표자들의 합의에 기 하는 조합주의  가치에 있

다. 이러한 통이 네덜란드 모든 사회임 주택

을 사회주택 회가 리·운 하게 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 유럽연합의 ‘SGEI 

(Service of General Economic Interest)’ 규정

이 제정되고 네덜란드 주택 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

어났다. 2015년부터는 신「주택법」의 새로운 

법체제29)로 인하여 주택 회가 소득층을 

한 사회임 주택에 집 하도록 리목  건설을 

규제하고 있다. 

3) 랑스  

랑스는 1980년 부터 14～15%의 사회

주택(logements sociaux)비율이 유지되다가 

2000년  후반부터 주택임차료가 등하면서 

사회주택 건설요구가 높아졌다. 2012년 올랑드 

통령 취임 이후에는 지역의 주택공  요구내

용과 입주민 특성을 반 하여 맞춤형의 차별화

된 임 주택을 공 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랑스 주택정책은 신규주택, 사

회주택, 매개주택(logements intermediaires)

의 공 진에 을 두었다. 즉, 주택재생, 토지

이용 강화, 자가 소유 진 등으로 방향성이 변화하

고 있는 것이다. 랑스「SRU법」은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20%의 사회주택을 의무 으로 보유하도

록 하고 있다. 재 용되는 사회주택 제도는「삐

넬법」(dispositif  pinel. 2015)으로 사회주택에 

한 세제혜택을 21%30)까지 늘렸고 기간에 따라 

감세율을 세분화하 다. 

그러나 속하게 다량으로 건설된 랑스 

임 주택단지에서는 건축  결함 문제, 생활·교

통 인 라 부족 문제, 거주자 실업률 상승문제 

등 단지 내 사회문제가 집단화되는 상으로 확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랑스의 최근 

주택정책은 임 형 사회주택의 공 확 이다. 

기존 사회주택 입주민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사

회주택 취득을 지원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랑스의 사회주택 자가 취득 지원은 임  주 

28) 권세연, 박환용, “ 국사회주택의 사회혼합정책 연구”, 주택연구, 주택연구학회, 2009, 제17권 제2호, p.173.  

29) 김란수, “네달란드 사회주택의 발 과정과 함의”, 동조합네트워크, 동조합네트워크 의회, 2015, (70), pp.34~35.

30) 이성근, 최민아, “2000년 이후 랑스 사회주택 지원 제도  공  특성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한건축학회. 2016, 

32(7),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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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한 정책이다. 

임 주택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던 슬럼화, 비용

투자문제, 사회문제 발생을 해결하는데 좋은 

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택 자가 취득은 

주거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랑스는 사회주택 공 에서 

사회  혼합을 가장 요한 문제로 단하여 다

양한 계층 간의 혼합  직주 근 한 주택단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주택단지에서 소

득층의 고립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층이 직면하

는 주택가격 등  높은 임 료 문제를 해결하

기 해 건설이 진되는 매개주택도 사회통합

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매개주택은 소득기 을 넘어 사회주택에 입

주하기는 어려우나 민간주택 임 료는 부담이 

되는 간계층을 입주 상으로 한다.31)

4) 독일

독일의 사회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

부가 제시하는 입주자 선정, 임 료 등에 한 

조건을 제로 공 된다. 개인 는 비 리법인

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공익  주택공 에 참여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독일 복지서비스의 

달 체제는 독일의 복지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주택에 한 필요

성이 높아지지만 독일 사회주택의 수는 매년 감

소하고 있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자유

화, 시장화 조치에 있다. 한 객체 보조의 감소

로 인한 임 주택의 감소, 리주택으로의 환, 

아 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공동주택으로의 

환32)등이 그 원인이다. 그러나 독일은 「주거지

원법」에 주택정책의 반 인 내용  지원의 

목 과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

을 통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면서도 환경보존

을 시하는 정책실행 등 사회통합을 고려한 사

회주택공 을 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사회주택 발 의 시사

1) 사회주택 발  정책

국내·외 사회주택의 이론  고찰을 통하여 

본 사회주택 발 정책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택의 정한 공 량 확보가 필요하

다. 외국에 비하여 한국은 공공임 주택 재고  

공 이 부족하여 정책시행의 일반성과 보편성 

확보가 어렵다. 공 량 확 를 하여 신규주택 

건설시 임 주택 혼합을 유지하는 방안과 사회

주택 지원이 확 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주택이 보편  주거모델이 되어

야 한다. 네덜란드와 랑스는 사회주택이 보편

 주거주택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

·경제  약자가 공간 으로 분리· 집되는 사

회  배제 상이나 슬럼화 등의 문제가 표출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하여 우리나라는 

행복주택, 20·30청년주택, 뉴 스테이 등 사회주

택개념의 개별화와 특성화가 강한 공 확  방

안이 필요하다. 

2) 사회통합 정책

사회통합 정책에서는 첫째, 사회배제 요소 

완화를 한 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 공동체성, 경제  안

정, 상생의 장을 만들기 한 자율 인 리시스

템을 도입한다. 자발  정주지향성 제고를 한 

주민자율조직 육성33)등으로 사회통합을 한 

공동체 망 같은 소통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공공과 민간 거버 스가 동일한 목표

달성을 하여 상하고 결정하는 합의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 네덜란드의 합의주의

 가치에 의한 의사결정과 실행의 사례처럼 공

31) 이성근, 최민아, “2000년 이후 랑스 사회주택 지원 제도  공  특성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한건축학회. 2016, 

32(7), p.42. 

32) 임 , “독일의 사회주택제도에 한 고찰”, 제99회 학술 회 제4주제 발제논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p.24. 

33) 정삼석, 신동훈, 정상철, “도시 구시가지 쇠퇴 상에 따른 도시재생방안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64집,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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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역할 뿐만 아니라 효율 인 참여, 주민간의 

의사결정권 배분구조34)는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주택정책은 사회통합을 고려하여 주

택공 의 요구에 맞춰서 공  로그램  지원

제도를 차별화하여 용한다. 랑스의 사례는 

사회주택 수 의 균형과 조화를 하여 민간사

업자가 사회주택을 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랑스 사회주택은 입주민 소득뿐만 아니

라 지역  특성을 반 하여 공 된다. 이와 같이 

사회주택 공 에 있어서 입주 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은 수요자 심의 사회통합을 반

한 공 정책으로서 최우선순 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3) 종합 인 리  연계 정책

첫째, 정부주도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활

용할 수 있는 종합 인 리  연계정책이 필요

하다. 

둘째, 사회주택의 지속가능한 발 을 하

여 공공의 재정 인 한계를 보완하는 리  지

원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네덜란드처럼 보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임 주택 공 상자

를 소득자까지 상향시키는 등의 제도  장

치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임 주택 확 와 지역 

구분을 세분화하여 주택공 지원  임 료기

을 차등화하여야 한다. 랑스에서는 사회주택

의 슬럼화 상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산

층 상의 매개주택과 사회주택을 연계하여 건

설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주택 입주자의 자가 취

득을 유도하여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 리

의 문제 , 사회배제로 인한 슬럼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회주택의 복합용도 개발지원, 

설계  디자인지원 연계 등은 사회통합을 한 

유용한35)정책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사회주택의 공 확  정책에만 집

한다기보다 환경, 역사, 문화, 가치를 시하는 

종합 인 리  연계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

회·경제  약자를 한 주거복지정책, 가구구성

원의 수에 합한 주택의 지원 등 주택정책의 

반 인 조화를 시하는 유연성이 요하다. 독

일의 경우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향하면서도 환

경보존을 시한다. 건물 신축보다 존하는 건

물을 이용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인과 장애

인 등에 한 주거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공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인간의 삶에 질을 한 종

합 인 사회주택정책으로 본 받을만하다. 

다섯째, 사회통합수단으로서 동조합 등

의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한 인 라와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다. 한국의 성미산 마을

은 안학교와 생활 동조합, 마을극장 등 동

조합 형태의 공동체 망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을 통한 지역발 은 주민들의 자발  

참여와 실천이36) 무엇보다 요하다. 일자리 창

출과 산업 신의 모델이 되고 있는 스페인의 몬

드라곤은 동조합의 자발 인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 심으로 발달했다. 몬드라곤이 동

조합의 신화를 창조한 기반은 지역연계 발 을 

하여 고용안정과 지역사회의 이익환원 뿐 아

니라 훌륭한 인 자원 발굴과 기술 신에 한 

교육에 투자한 역할이 컸다.

좋은 로그램과 행사, 우수한 인력풀 제

공37)의 네트워크 등도 요한 역할을 하 다. 

지역의 사회 통합  성공을 해서는 지역 체

가 솔선수범하여 다양한 벙법과 제도로 참여하

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4) 백민석, 황재훈,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주민 간 의사결정권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67집, p.47.

35) 이윤홍, “지역활성화를 한 역세권 복합개발 방향  로그램 요도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67집, p.220.

36) 김해숙, 정복환,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참여와 향력 계-서울특별시 아 트 거주주민을 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66집, p.33.

37) 김찬미, 김경민,  “서울시 사회  기업의 사회  네트워크 연구”, 서울도시연구, 서울연구원, 2014, 제15권 제3호,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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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주택 발 방안 체계

출처: 연구자 작성

Ⅳ.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발    

     방안

사회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사회 ·

경제  약자를 상으로 주택을 공 하고 국민

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가치에 근 해 있다. 

소득층이 지불 가능한 임차료의 사회주택 임

차시장 형성은 법 , 문화  주거 안정의 개념이 

반 된 결과로 사회주택 인식이 진일보한 측면

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획과 실행을 한 연계

성 있는 정책도입 등의 선진국형 제도는 미흡하

다. <그림 1>에서처럼 지속가능한 사회주택발

을 해서 사회주택의 공 ⋅ 리  측면, 동

조합 운 을 통한 경제 활성화 측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랫홈 역할 등이 반 된 추진체계는 

계획·실행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1. 사회주택 공 ⋅ 리의 체계화  

통합화

1) 사회통합을 고려한 공 활성화 

지원 확   

공공이 주도하 던 규모 주거단지에 분양

아 트와 임 아 트를 배치하는 혼합방식에는 

입주민 간 갈등과 사회  배제가 심한 문제 으

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과 사회통합

이 고려된 사회주택 공 을 하여 경제  조직

을 융합하는 개발을 제안한다. 민간 사업자를 사

회주택 공 주체로 환하고 소규모 택지에 소

형 사회주택 공 을 활성화하는 지원정책을 강

화한다.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민간 사업자에 

한 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확 하여 민간 사업

자가 사회주택 공 을 선호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주택에 한 부정 인 인식을 살

기 좋은 주택이라는 정  인식으로 환하기 

하여 융합개발의 장 을 사회주택 홍보계획에 

포함시킨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사업자

가 개발하는 사회주택에 다양한 사회통합 기능

이 포함된 디자인, 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지원

한다.

셋째, 사회주택의 경제  조직인 동조합

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랫폼 기반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 라 지원을 하여 용 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그 혜택에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법 ·

제도  정비가 병행되도록 한다. 수요자에게 공

된 공간에 동조합 운  로그램을 지원하

고 공공과 민간이 력하여 상생발 모델을 만

들 수 있는 공동체연계 기반을 구축한다. 

2) 사회통합을 한 리방식의 

체계화  통합화

사회주택 리방식도 사회통합이 고려된체

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입주민의 사회 , 경제

, 문화  특성이 반 되어 맞춤형 리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한다. 입주민 교육, 공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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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을 한 공동체 망 등의 콘텐츠도 구성한

다. 다양한 차원의 사회통합 뿐만 아니라 법 ·

제도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사회주택 입주민 삶의 질을 하여 주택공

지원  임 료 기  차등화, 주택정책의 조

화, 경제  조직 설치 등의 종합 인 리시스템

을 도입한다. 한 인 라·네트워크의 연계 정책

이 병행되도록 한다. 리의 체계화와 통합화는 

주민자치회의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자발  

참여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주민 참여가 공동체

망을 형성하도록 돕고 교류, 소통, 경제  활동

으로 연계되어 사회통합의 요한 요소로 작용

하도록 지원한다.

2. 동조합 운 을 통한 경제  자

립 방안 

주민의 자발  참여가 근간이 되는 경제  

조직으로서 동조합 운 은 여러 방면에 효과

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은 

동조합으로 시작한 성미산마을과 이탈이아 볼

로냐의 성공사례는 동조합과 주민 공동체 망

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공동

체 망의 효과로서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만들어져 마을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직  운 하고 확 시키고 있다. 세계 인 사회

 기업과 벤처기업의 심이 된 스페인 몬드라

곤의 사회 신  네트워크와 인 라 연계도 

동조합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서 검증되었듯이 사회주택의 경제  조직, 동

조합의 융합개발은 지역사회에서 사회 ·경제  

확장성을 키우는 사회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것

이다. 아울러 사회주택 동조합 등의 마을공동

체는 정부가 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실천

략이 성패의 가늠자가 된다.

사회주택과 동조합 융합개발의 지속가능

한 발 을 해서는 첫째, 사회주택 개발 시 공동

체 경제활동이 가능한 동조합 공간이 사회통

합을 지향하도록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동조합의 효과 인 운 을 하여 

사업의 종류, 범 , 기능을 정한 후 그에 맞는 

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상품개발

자, 생산기술자, 업 문가 등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입주자 인력 풀(pool)을 만들어 활용

한다. 문 인 입주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교육

을 통하여 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

도 병행하도록 한다. 

셋째, 효과 이고 성공 인 사업운 을 

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로그램  

교육비 지원, 법률  지원, 융지원, 경 컨설

 등을 제공한다.

넷째, 동조합 운 계획에 출상환, 수익

배분, 사회  기여 등에 한 세부  목표가 포함

되어야 한다. 입주민의 자율  참여, 평가를 통

한 피드백 등의 체계 인 액션 랜(Action 

Plan)계획도 필수 요소이다. 이를 하여 정부

의 리 감독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주택 동조합이 커뮤니티 비

지니스로 성공할 수 있는 비 제시가 필요하다. 

비 과 목표 달성을 하여 지역사회와 주민 모

두 참여하는 로그램과 시스템이 제공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체  추진을 한 계획과 지원

이 동조합의 성공 인 정착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이 운 하는 경제  조직으로서 

동조합의 성공은 수익창출을 통하여 입주민의 

경제  자립을 실 한다. 

3. 커뮤니티 비즈니스 랫폼 구

1) 사회통합을 한 동조합의

역할

우리나라는 두  정신이 강한 민족성에 힘

입어 농업 동조합이 1961년에 설립되었고 수

산업 동조합, 신용 동조합, 새마을 고 등도 

60～70년 에 설립되었다. 기존의 동조합은 

 주도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동조합 본연

의 의의를 구 하지 못한 면이 많았다. 2012년

에 제정된「 동조합기본법」38)에 의하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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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사회주택 동조합 커뮤니티 랫

폼 연계도

출처: 연구자 작성

조합은 커뮤니티인 조합원에 의하여 자율 ·자

발 으로 구성되고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용· 리하며 수익에 한 권리를 공유함을 원

칙으로 한다. 동조합은 사회주택 입주민 커뮤

니티를 활용한 사회통합 방안으로서 공동체를 

통한 경제활동의 랫폼(platform)역할에 

합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사회주택 입주민이 운 하는 

동조합의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인 측면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 을 

통하여 사업의 확장성을 도식한 랫폼 연계도

이다. 

2) 인 자원 발굴  지원시스템

우수한 인 자원을 발굴하고 인재를 활용하

기 한 지원시스템은 동조합의 역할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과 시스템을 제

로 활용하기 해서는 첫째, 사회주택 개발 시

부터 그 지역에 필요한 사회주택 입주 수요를 조

사한다. 조사에서 도출된 특성에 맞게 사업아이

템을 정한 후 사회주택에서 필요한 공간을 설계

하고 특정 지원시스템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반

하여 개발한다. 

둘째, 사회주택에 동조합을 융합하여 개

발할 경우 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성공가능성을 

최 화하기 해서는 입주민의 특화된 가치화가 

요하다. 동호회처럼 입주민 간 서로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 이 유사할 경우 훌륭한 인 자원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공동체 망의 장 이 부

각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임 료 바우

처 제도 등을 통하여 동조합 설립, 사무실 사용 

 운 컨설  등을 지원한다. 

넷째, 창업아이템 선정, 생산, 매, 구매, 

재무회계 등 동조합 운 이 다른 산업들과 연

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이 지역사

회  사회주택 인 라 반에 확 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한

다. 한 지방자치단체, 민간 공 주체, 입주자 

표회 등과도 공동체 망의 력체계를 한 종

합 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3)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경기침체 때 동조합

의 조합원이 자율 으로 임 을 삭감하고 300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1년 몬드라곤 그룹

의 기술개발투자가 그 이 에 비해 약 2.5배 늘

어났다39). 이들은 불황기에 기술개발투자를 늘

리는 방식으로 기에 응하고 있다. 캐나다는 

10년 이상 존속하는 리기업이 20%이지만 

동조합은 40%40)로 지속가능성에서 탁월한 우

수성을 나타내었다. 

동조합이 우수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고

38) 송애정, 김 성, 장지인, “지역발 을 한 동조합의 역할“, 한국지역경제연구, 한국지역경제학회, 2013, 제25집, p.120.

39) 월간노동리뷰, “고용창출 사례: 스페인 몬드라곤 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2013. 6. p.52. 

40) 창업경 포럼, “시포커스 동조합 발기인 회”, 시포커스 동조합 설립추진 원회, 2014,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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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양하다. 각

국 성공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사회주택 

동조합 융합개발은 지역사회 성장 모멘텀

(momentum)이 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의 사회문제 해결을 한 일자리 창출  고

용안정에 기여할 요소를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동조합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으로 역이 확장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4) 커뮤니티 비지니스 인큐베이  

역할

동조합은 잉여 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에

게 배당하거나 사업에 재투자하여 이익이 지역 

내에 일부 환원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제도화하기 하여 첫째, 잉여이익의 일

정비율을 의무 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사회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

이 설립 정 에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주택 동조합이 형성한 사회 자

본을 다른 사회주택 동조합 설립  사회통합

을 한 로그램에 투자하도록 연계한다. 이와 

같은 종합 인 계획과 연계를 통한 인큐베이  

(Incubating)역할이 가능하도록 랫폼 체계

를 갖춘다.

셋째, 사회주택 동조합이 설립된 지역

학의 교육 로그램과 인 자원·시설 등을 공동 

사용하는 력 계를 연계한다. 네트워크와 인

라의 다양한 연계망은 동조합이 커뮤니티 

비지니스의 확산모델로서 발 할 수 있는 역량

을 축 하고 기여한다.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사회주택 입주자의 빈곤집단화 

문제해결, 사회배제 문제해결,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에 한 기여 등을 하여 동조

합 융합개발을 통한 사회주택 발 방안을 제시

하 다. 사회주택 공 과 리의 체계화  통합

화를 해서는 경제  조직을 융합하는 개발을 

제안한다. 한 공공과 민간이 력하여 상생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연계 기반을 구축

한다. 사회주택 입주자 삶의 질을 하여 주택공

 지원, 임 료 기  차등화, 주택정책의 조화, 

경제  조직의 설치 등의 종합 인 리시스템

을 도입한다.

동조합 운 을 통한 경제  자립 방안으

로서는 사회통합을 하여 공  계획에서부터 

공동체 경제활동이 가능한 동조합 공간 등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이 자발

․자율 으로 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 다. 입주민의 동조합 운 으로 

얻어지는 수익  에서 출상환, 수익배분, 사

회  기여 등에 한 계획을 수립하고 피드백시

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공동체 망으로 조직화

된 운 으로 수익창출과 경제  자립을 실 한

다.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비지니스

로 성공할 수 있는 비 과 목표를 자율 으로 수

립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동조합을 통한 사회통합과 지

역사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인큐베이  역할이

다. 사회주택 개발단계 부터 그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설계하고 지원시스템을 반 하여 개발한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주택 개발 지원

뿐 만 아니라 임 료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한다. 사회주택과 일자리 창출을 한 융

합개발은 입주민에게 경제  자립과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지역발 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사회주택 동조합이 형성한 사

회 자본을 지역사회 발 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동조

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역발 이 다른 지역에 

동일한 목 을 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연계시

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주택에 동조합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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