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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총 2매)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오늘(15일)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
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안이다.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
권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고, 이제는 결단하라
19대 국회에서도 번번히 정부·여당은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기
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뒤 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발표한 경실련 조
사 결과가 밝혔듯이 1989년 이전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 입주 대기 물량 등으로 전세가격이 폭등
하고 있었고, 오히려 1991년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역시 지금 같이
전셋값이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정상적인 때에는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자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임대인의 재산권 뿐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세입자의 주거권도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서민주거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제는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야당도 말로만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보여라
오늘 다뤄질 전월세상한제 관련 개정안은 7월 말까지 발의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
원, 윤후덕 의원, 정성호 의원, 윤호중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이다. 19대와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오히려 후퇴한 법안도 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19대 때는 포함됐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빠지고 계약갱
신청구권제만 포함됐다. 더 적극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야당조차 거꾸로 퇴보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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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말로만 도입하겠다고 하고, 은근슬쩍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핑계로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한
다면 시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는 전월세 대책을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가 이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회가 마비됐다. 하지만 어떠
한 이유에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전월세인상
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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