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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① 민생 안정

민간자본 활용 공공임대 리츠 확대

동아DB

2017년까지 6만 무주택 서민 집 걱정 끝!
LH가 매입한다는 약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츠에 자금을 빌려주는
민간 투자자는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민간과 공공의
윈윈이 가능하다.
공공임대 리츠로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공공임
대주택 공급량이 대폭 늘었다.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착공 목표량
이 2014년 5000가구, 2015년 8000가구에서 실제 착공량이 1만2000
가구, 1만7000가구로 크게 웃돌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목표
리츠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평택 소사벌 지구.

공급량을 2만6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변경했다. 공공임대 리츠 세
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1호부터 3호까지 총 12개 지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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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에는 4호부터 7호까지 총 20개 지구에 추진했다.

● 경기 하남시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 이모 씨는 공공임대주택 입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리츠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2014

주자 모집에 지원하면 치열한 경쟁에 밀려 2순위임에도 번번이 당첨

년부터 2017년까지 LH 부채 8조4000억 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하남의 신도시인

다. 이렇듯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3만4000명의 무주택 서민이 추가

미사 지역에 리츠를 활용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로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됐다.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투자자들에게도

것이다. 이 씨는 “매번 경쟁률이 너무 높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투자상품으로 가치를 인정

금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돼 기

받고 있다. 특히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p-ABS(리츠가

분이 좋다”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지어져 많은 서민들이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한주택보증의 원리금 지급보

집 걱정 없이 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을 붙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는 안전하고 우량한 투자상품으로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p-ABS는 총 5000억 원

목표 주택 공급량 2만6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증가
LH 부채 8조4000억 원 감축 예상

규모로 발행됐고, 이 중 200억 원은 개인 공모에 제공한다.
리츠 방식의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서 LH 외 지방공사도 동

민간자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원

일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무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활히 공급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4년부

와 지방공사의 개발 사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G

터 공공임대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사
업을 도입해왔다. 임대주택 리츠는 주택시장 침체와 토지주택공사
(LH)의 부채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사업 구조는 주
택기금과 LH가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해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
한 뒤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형식이다.
리츠를 활용하면 LH는 토지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공사
비가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채 부담이 완전히 사라져 공공임
대주택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 또한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고 주
택을 분양으로 전환하거나 일반에 매각할 때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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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

8 4000
조

억 원 감축

6

만 가구
확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통해 LH 부채는 8조4000억 원 감축
되고, 이에 따라 목표 주택 공급량이 6만 가
구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