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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부동산 정책 모임은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

AS Housing Europe)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가 함께 발간한 “Profiles of a Movement: Co-operative Ho

using Around the World"를 통해 세계주택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소개하

고자 한다. 

새사연이 직접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주택분과로부터 저작권 이용허가를 받아 번역한 

본 자료는 총 22개국의 주택협동조합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주택협동조합이 이 국

가들에서 왜 필요했고,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시민 사회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 국가들에서 주택협동

조합은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산들을 남겼는지에 대해 본 자료는 잘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진 진정한 의미의 주택협동조합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본 자료는 좋은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자료를 통해 약 1세기 전부터 있었던 주택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접하면서 협동조합

이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편집자 주)

세계의 주택협동조합을 찾아서(18)

위기에 직면한 터키 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 전환기였던 1952년부터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zation)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자금지원을 시작하였다. 1950

년부터 1965년까지 374개 주택협동조합이 32,862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이 중 

25,000호 이상의 주택이 사회보장기구의 융자지원을 통해 건설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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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주택협동조합 역자 요약

터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193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다. 다른 여러 국가들의 사례

와 유사하게 터키에서도 초기의 주택협동조합은 건설협동조합의 형태였다. 당시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설립되었다가 주택건설이 완료됨

과 동시에 해산되었다. 

주택협동조합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 전환기였던 1952년부터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Organization)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자금지원을 시작하였다. 1

950년부터 1965년까지 374개 주택협동조합이 32,862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이 중 25,000호 이상의 주택이 사회보장기구의 융자지원을 통해 건설된 것이었

다. 또 1969년 협동조합법의 제정과 5개년발전계획(1967~1972년)하에서 시행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도 주택협동조합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주택협

동조합은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였다. 

하지만 1993년부터 2002년 사이 터키에서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

협동조합의 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토지가격은 오른 반면, 개인의 

저축능력은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도 줄게 되었고, 주택협동조합

은 경영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주택개발기금은 2001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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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

총 인구: 74,724,269명 (2011년)

총 주택 수: 19,638,168호 (2011년) 

총 협동조합주택 수: 1,601,289호 (TURKKENT)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수: 1,985,076명 (2011년) (54,996개 주택협동

조합에 소속되어 있음)

터키의 주택협동조합

역사

터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193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다. 최초의 주택협동조합은 1935

년 정부 고위관료들에 의해 수도 앙카라(Ankara)에 설립된 Bahceliever 주택협동조

합이다. 1926년 설립된 정부 소유의 ‘부동산 신용 은행(Real Estate and Credit B

ank)'은 169개 주택협동조합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다른 여러 국가들의 사례와 유사하게 터키에서도 초기의 주택협동조합은 건설협동조

합의 형태였다. 당시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주택을 짓기 위해 설립되었다가 

주택건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산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터키는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심각한 주택부족을 겪게 되었다. 

토지가격은 매우 비쌌지만, 이를 충당할만한 금융자원은 한정되어 있었다. 1950년까

지는 오직 정부 고위관료들만이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주택협동조합의 

설립이 활발하지 않았다. 1939년에는 단 4개의 주택협동조합만 있었으며, 1942년에

는 26개, 1946년에도 50개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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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 전환기였던 1952년부터 사회보장기구(Social Se

curity Organization)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자금지원을 시작하였다. 1950년

부터 1965년까지 374개 주택협동조합이 32,862호의 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이 중 25,

000호 이상의 주택이 사회보장기구의 융자지원을 통해 건설된 것이었다. 

또 1969년 협동조합법의 제정과 5개년발전계획(1967-1972년)하에서 시행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도 주택협동조합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주택협동조합은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유일한 주체였다. 

주택협동조합은 이러한 사업들을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하였다. 주택협

동조합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던 바티켄트 프로젝트는 켄트-쿱 연맹(Kent-Koo

p Union)에 의해 시행되었다. 1,035 헥타르의 택지에 약 7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는

데, 275개 주택협동조합(조합원 25만 명)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

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터키 주택협동조합의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또 다른 요소는 1981년에 제정되어 198

4년에 개정된 주택단지법(Mass Housing Law, MHL)이었다. 이 법 하에서 주택협동

조합의 개발 사업을 위해 국유지가  제공되었고, 주택개발기금(Housing Developme

nt Fund)이 설치되었으며, 정부예산의 5%를 주택개발에 배정하도록 규정되었다. 주

택개발청(The Housing Development Administration, HDA)은 이 기금을 통해 약 

1백만 호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었고, 주택협동조합은 이 기금의 가

장 큰 수혜자였다(개발기금의 90%를 차지). 주택단지법은 협동조합주택건설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기여하였다. 주택협동조합의 연간 설립건수를 살펴보면, 1980년 131개, 

1983년 91개 정도였다가, 1984년 411개, 1985년 920개, 1986년 1,705개, 1987년 

2,613개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협동조합주택 건설이 절정에 달한 1988년에는 16

7,514호의 협동조합주택이 건설되었는데, 이는 그 해 건축허가의 35%에 달하는 규모

였다. 1935부터 2002년까지 총 69,900개 주택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3년부터 2002년 사이 터키에서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협동

조합의 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토지가격은 오른 반면, 개인의 저축능력

은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도 줄게 되었고, 주택협동조합은 경영적자

를 내기 시작했다. 주택개발기금은 2001년 폐지되었다. 

2002년 집권한 정부는 새로운 주택정책을 도입하여 정부의 금융 및 국유지 지원 대

상에서 주택협동조합을 제외시켰다. 2003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조치계획(eme

rgency action plan)을 도입하였는데(주택개발청이 시행을 맡음), 이는 주로 저소득

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택수요량의 5~10% 정도만 이 정책에 의해 충족



5

될 것으로 보인다. 

터키 주택협동조합이 처한 상황

터키 주택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대량생산체제라 할 수 있다. 주택협동조

합 단독으로, 또는 지역연맹 및 중앙연맹 등을 통해 도시지역 내 대규모 택지를 개발

하고, 공공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공유지를 제

공하고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사업자가 된다. 지역연맹 및 중앙연맹은 미리 세워

진 지침과 일정계획에 따라 협동조합주택과 기반시설을 건설한다는 협약을 지방정부

와 맺는다. 이 협약에는 학교, 유치원, 보건소,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의 공공 및 

커뮤니티 시설과 전기, 상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2002년부터 주택협동조합은 도시지역 내 대도시 주택개발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도시지역에서 주택협동조합의 개발 사업

에 적당한 규모의 토지를 찾기가 어렵다. 소규모의 사유지들은 비싸고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 한편 도시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국공유지는 이제 주택개발청

에 의해 민간개발 및 일반시장에서의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국공유지의 독점적 사용자인 주택개발청은 1998년 이후 주택협동조합에 도시지역 내 

토지를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참고로 터키 내 토지의 절반 정도는 공공소

유에 속한다. 따라서 터키 정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주택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주택개발

청, 지방정부, 민간사업자는 공동으로 도시재개발 및 불량주거지역 정비 사업을 실시

하고 있는데, 주택협동조합은 이 사업에서도 역시 법적, 실무적인 측면에서 배제되고 

있다. 

터키에서의 주택개발 사업은 높은 토지비용을 고려해야 한다(서유럽의 경우 토지비용

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30%인 것에 비해 터키에서는 40-60%에 

달함). 수년 동안 주택협동조합 대표들은 저당대출과 관련된 법률의 개선, 금융시장 

내 주택 융자 시스템 조성,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

택금융법(주택대출법)이 2007년 2월에 제정되었지만 이 법은 개별주택 저당대출만 다

루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이자율로 인해 고소득층에

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보조는 현재 없는 상태이

다. 주택협동조합은 건설과정에서 융자를 필요로 하지만 현 금융체계에서 이들은 전

혀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터키는 몇 가지 주택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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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연평균 50만 호의 신규주택이 필요하지만 실제 공급량

은 16만호에 미치지 못한다. 민간 건설업자들은 고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을 주로 공급

하고 있으며 주택개발청은 2003년 이후 매우 한정된 양의 주택만을 저소득층 및 중

산층에 공급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협동조합이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공급

할 수 있는 주택량도 감소하였다. 1990년대 초, 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실적은 전체의 

20%에 달했지만 2005년에는 6%까지 감소하였다. 주택협동조합의 건축실적 감소는 

전체 주택생산량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 전체 주택 건설량은 390,400호였지만 

2002년에는 162,000호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주택수요량은 급속한 도시화

와 1999년의 대지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와 

같은 대도시지역의 경우, 주택재고의 50% 이상이 불량주택(게제콘두; gecekondu) 

및 무허가 건축물이다. 

주택협동조합은 도심개발사업의 일부를 자신들이 맡을 필요가 있고, 대규모 주택건설

에 필요한 자금조달 시스템과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역시 필요함을 정부를 상대로 설득

하고 있는 중이다. 

1999년 대지진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가진 주택건설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도시지

역의 안전, 주거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고, 주택의 

개축 및 재건축도 필요한 상태이다. 몇몇 주택협동조합이 대규모 지진피해에 대한 안

전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주택협동조합은 공공의 지원 부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2년 총선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몇 가지 법적 혜택(세제혜택 등)이 폐지되었다. 또한 협동조합 

발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그리고 주거권 등 주택협동조합 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

들을 폐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효력을 갖게 될 때, 협동조합

들은 법적 권한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주택협동조합의 효과적인 

활동은 어렵게 될 것이다. 

주요특징

터키 주택협동조합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건설협동조합이 있다. 건설이 완료되면 조합은 청

산된다. 주택 및 토지의 명의는 개별 조합원에게 양도되고, 주택은 공동주택권소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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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at Ownership Law)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관리 이사회의 구성 등).

건설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자산이전등기(property registration transfer) 후 6

개월 이내에 설립목적을 주택건설에서 주택관리로 전환할 수 있다. 설립목적의 전환

을 통해 건설협동조합은 이제 관리협동조합(management co-operatives)으로서 운

영을 지속할 수 있다. 

기존 공공시설의 일부는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적절한 타 기관(지방정부 등)으로 이

양되기도 한다. 또한 간혹 유치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 사업비 조달을 위해 

일반분양 되기도 한다.

조합원 권리는 협동조합의 명칭,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조합원 및 입주일 등)을 포함

하는 조합원 증명서를 통해 명시된다. 

각 조합원은 최소한 한 단위의 지분을 득하여야 한다. 각 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추

가 지분을 가질 수도 있다(2009년 현재, 1구좌는 100터키리라).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을 팔거나 양도할 수 있다.

지분 구매자는 협동조합법(the Co-op Law)의 규정 및 각 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라, 

입주 전에 이사회로부터 조합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입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책

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조합원 퇴출의 사유는 정관에 규정되

며 실제 퇴출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확정된다. 퇴출된 조

합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합원 총회 및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금의 상환조건은 정관에 규정된다. 상환금액은 당해 조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분금 상환에 따라 협동조합의 존립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을 보류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연도별 예산에 따라 매년 재정 분담금을 지불한다. 

예산에는 건설 및 운영 등에 소요될 수 있는 모든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조합원 총회는 최종의결기구이며 그 권한을 뛰어넘는 어떠한 규약도 무효로 간주된

다.

모든 의결은 지분량에 상관없이 1인1표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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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또는 다수의 감사를 두는 감사 위원회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 및 협동조합 

외부 인사 중에서 선출한다. 감사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하는 책

임을 진다. 

주택개발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조합원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조합에

서 탈퇴할 수 있다. 

이스탄불에 위치한 협동조합주택

자금조달

주택개발기금은 1984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주택저당대출의 이자를 보조하는 방식

으로 주택협동조합에 자금지원을 하였다. 개별 조합원은 소속 협동조합을 통해서 융

자지원을 신청하였다. 심사 및 승인을 거친 후, 건설 단계에서 융자금이 협동조합에 

제공되었다. 사업이 완료되고 주택의 명의가 조합원에게 양도되면 융자금에 대한 상

환이 시작되었다. 상환기간은 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자율은 6개월 간 물가상

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되었다. 정부의 보조금은 실제금리와 물가상승률 사이의 차를 

메울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자금지원을 통해 1,115,000호의 주택이 건설되었

으며, 이 중 942,501호가 협동조합주택이었다. 주택건설청이 기금을 운영하였다.

2002년 주택건설청의 역할이 바뀌면서, 주택협동조합은 더 이상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호신용”이라 불리는 대규모 주택건설 융자지원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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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매우 제한적인 금융지원이 있는데 공정의 85% 시점에 전체 건설비용의 5-6%

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협동조합은 융자와 연관된 은행 및 

기타 비용으로 인해 자금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몇몇 주택협동조합은 협동조합상호부조기금(Co-operative Union Pool System)을 

설립하였다. 개별 회원으로부터 기금으로 모아서 건설비용 (주택 및 기반시설)을 충당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주택협동조합의 재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정부지원 없이 주택협동조합이 재

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개별 조합원의 재정분담과 은행 대출이 있다. 

후자의 경우 높은 이자율 대문에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주택협동조합의 경우에

는 이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두 방식 모두 조합원의 재정적 능력에 좌

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재정부족 상황에서는 고소득층만이 조합을 만

들어 운영할 수 있다. 

법률체계

주택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체계는 다음과 같다:

• 1969년에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된 협동조합법(The Co-operative Law)은 협동조

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터키상업법(Turkish Trade Law)은 협동조합법의 상위법이다.

• 협동조합의 발기/설립 시 7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정관/규약/상호약정을 맺는다. 

• 주택단지법(Law of Mass Housing)

• 콘도미니움법(The Condominium Law)/공동주택소유권법(Flat Ownership Law)

• 개발계획법(Physical Development Planning Law)

• 지방정부법(Laws of the Municipality) 및 광역지방정부법(Laws of the Metropo

litan Municipality)

주택협동조합 운동

터키의 주택협동조합 운동은 3층 구조를 취하고 있다. 54,996개 개별 주택협동조합, 

1,985,076명의 개별 조합원, 383개 지역연맹 및 2개 중앙연맹(TÜRKKENT, TÜRK

KONUT)이 터키 주택협동조합 운동을 구성하고 있다. 개별 주택협동조합은 지역연맹

을 형성하거나, 기존 연맹에 가입하도록 권장되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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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6개 조합 중 11,073개) 정도가 지역연맹에 속해있다. 그리고 7%(338개 지역

연맹 중 25개)의 지역연맹만 중앙연맹에 속해 있다. 협동조합법은 지역연맹에 회원조

합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협동조합 연맹은 개발사업 절차(입찰, 건설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지원, 지침, 그

리고 감사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TÜRKKENT는 터키 주택협동조합의 대표적

인 중앙연맹이다. 1988년 설립된 TÜRKKENT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주택협동조합의 보호

· 주택협동조합의 목표달성 및 생산성 향상 보조

· 도시지역 주택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동을 위한 공헌

설립 이래, TURKKENT는 전국의 지역연맹을 통해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였

다. TÜRKKENT의 회원총회는 각 지역연맹의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인

원수로 각 연맹의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TÜRKKENT는 12개 지역

의 지역 연맹 및 회원 주택협동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적 국제적으로 이들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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