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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기성도시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새 

로운 재원조달 기법과 토지 이 용기 법 인 민간자본활용기 법 (PFI, Private Finance fuitiative)과 계 층혼 

합형 용도지 역제 (Inclusionary Zoning)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 

택정책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택이 정작 필 

요한 지역에 공급되기보다는 택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소요지역 

과 공급지역간 불일치가 일어나는 점 1) 둘째 정부재정투자의 제약으로 인해 최저소득층은 공 

*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 
**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이글은 2004년 5월 28일에 개최된 한국주택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1)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주로 신규택지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기성 시가지 내 저렴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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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대규모 임대주택이 공급과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공급 이후의 건물 관리 및 입주자 관리계획이 미흡하여 임대주 

택의 효율적 활용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재원이 공공재정 및 기금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공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보다 다양한 공급주체와 

공급방식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할 단계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기존 도시 내 공급하고， 한정된 공공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 

로써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 

략이 검토되어야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구조와 사업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민간자 

본유치와 새로운 토지이용정책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임대주택 확충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재원조달 면에서 이미 영국과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PFI을 활용한 방식과 토지이용 

정책 면에서는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Inc1usionary Zoning)를 통한 임대 

주택확충정책의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ll. 현행 국민임대주택정책의 평가 

1. 국민임대주택정책의 개요 

국민임대주택정책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998년부터 추진되어오고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 

에서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 (2003년 12월 국회통과) . 재원조달측면에서는 공꽁재정， 국민주택기 

금， 시행자 및 입주자의 상호부담원칙을 바탕으로 집행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정책은 “점 

증하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비하고 시장기능에 의하여 주택문제 해결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 

하여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건설교통부. 2(03)"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정책은 국민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30년간 장기적으로 임대 

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이다. 건설사업비는 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주공 

10%. 입주자가 20%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주택을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최근에는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도시외곽 

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의 택지를 수용하여 대규모 임대주택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택지개발은 정부와 환경단체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새로 조성된 대 

규모 저소득층 국민입대주택단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섭’ 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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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국민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 

1) 국민임대주택의 소요와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국민임대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대규모건설계획이 발표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아직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기에 양적 

으로 충분치 않다. 장기 임대주택인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아직 최저주거기준 

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주택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표 1)은 지역별 저소득층가구의 현황과 공공주택현황을 보여주고 었다. 이를 통해서 지역별 

로 주택소요와 주택공급간에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2002년 말 기준 

으로 전국적으로 약 l만호가 준공되었으나， 최근에 공급되기 시작한 국민임대의 경우 현재까지 

건설된 주택의 대부분이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위치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소요가 가장 많은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국민임대주택공 

급이 잘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부족한 정 부재정과 주거 비 지 불능력 (Affordability )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의 제약은 입주민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 

〈표 1> 지역별 저소득층 가구수 및 공공임대주택재고 현황 

시도 전체가구수* 
최저주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미달추정가구수* 가구수** 주택수.** 주택수* •• 주택수*** 

서울 3.085.936 571.900 84.104 45.828 61 095 245 

부산 L 120.186 277 200 57212 26 171 1 838 
대구 759351 186 200 35.594 18.744 2 628 714 

인천 747.297 114 600 29237 8354 1 433 

광주 408.527 77500 22.055 13.920 1011 390 
대전 413.758 70300 17.855 12437 1 584 880 

울산 306.714 61 100 8.608 2.362 888 
경기 2.668.886 440.400 99168 19664 5190 4 692 

강원 487420 150600 32.213 4.361 1 128 688 

충북 461 463 117 100 27377 6.139 2 071 581 
충남 589.144 152 300 42.657 4.668 1405 1 144 
전북 601.965 171 500 56.406 9.315 1 999 
전남 664.287 243.100 73.122 5.001 476 
경북 887.917 365.200 66.896 7.244 1 900 480 
경남 951. 393 291 600 55.109 4.773 2492 594 
제주 157563 53.300 10.248 1096 690 420 

계 14 311 807 3344 αm 717.861 190.077 87.828 10 828 

*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자료임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03년 7월 현재)， ••• 건교부， 

2003 , 주택업무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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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득분위별 부담가능한 임대료와 임대조건 

훈평 \균\위의소\득 25~ 입 \ 각대 A\ 영)3\;형\m형 
제 1안(현행) 제2안 제3안 

14평 17평 20평 16평 18평 20평 23평 16평 18평 20평 23평 

250.258 359.016 487.232 234.122 321.760 422.372 560.316 208.178 292.573 389.942 560.316 

l분위 209 ,877 -40.382 -149.140-277.356 -24.246 -111.884-212.496-350 μo 1699 -82.697 -180.066 -350 얘O 

2분위 328 ,964 78 706 - 30 052 -158 268 94842 7.204 -93.408 -231.352 120.786 36.391 -60.978 -231.352 

3분위 408 ,874 158.616 49.858 -78.358 174 752 87114 -13 498 -151 442 200 696 116 301 18.932 -151. 442 

4분위 479 ,073 228 815 120 057 -8 159 244.951 157.313 56701 -81243 270 895 186 500 89 131 -81 243 

자료· 대한주택공사 내부자료. 

를 초래한다. 현행 국민임대주택정책 역시 현재의 예산지원수준으로는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 

위 가구 입주가 불가능하다(장경석， 2(03). 또한 다양한 규모의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이 발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표 2)는 부담가능한 임대료를 

각 분위 소득의 25%로 가정하여 각 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평가해본 것이다(장경 

석 , 2(03). 

여기서도 현행 재원조성으로는 국민임대주택에 소득 1분위의 계층이 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 1분위 계층은 재정지원이 4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표 2) 

의 제3안 16평형 이외에는 입주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이유로 이미 일부 지역 

2) 이 분석에 사용된 각 대안별 건설 평형 및 건설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건설평형， 분담비율(단위: %) 

제 1안(현행) 14평 17평 20평 

재정지원 30 20 10 

국민주택기금 40 40 40 

임대보증금 20 30 40 

지자체 10 10 10 

제2안 16평 18평 20평 23평 

재정지원 40 30 20 10 

국민주택기금 40 40 40 40 

임대보증금 10 20 30 40 

지자체 10 10 10 10 

제3안 16평 18평 20평 23평 

재정지원 45 35 25 10 

국민주택기금 40 40 40 40 

임대보증금 5 15 25 40 

지자체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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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설비 B 임대수익‘ C 유지관리비 

〈그림 1 >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와 재원구조 

B 

ζ 

주택관리단계 
30년 

의 국민임대주택이 입주자 모집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일이다. 

3)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의 이원화 

33 

다음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의 전 과정이 통합된 재원조달과정 

(Life Cycle Financing)을 통해 시행되지 않고 건설주체와 관리주체가 분리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이를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의 재원조달 측면에서 살펴보면 ， <그림 1 )에서 보듯 

이 주택건설단계의 비용과 주택관리단계의 임 대수입 및 유지관리비용간 통합적으로 적절히 관 

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A + C 들 B). 

그러나 이러한 점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기존에 공급된 임대주택 관리상 다음 

과 같은 문제점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다(장영희 · 박은철 · 용해경 ， 2(03) 첫째 공공입 

대주택의 물리적 노후화에 대비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둘째‘ 

관리비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선유지 및 시설투자비 적립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3) 

1lI. PFI와 임대주택 확충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중심 이 되는 국민임대주택정책은 신규개발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성 도시 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 

다， 공공임대주택을 기성도시 내에 신규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현되기 어렵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1 00만호 

신규건설계획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막대한 재원조달이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획일적 

3) 공공임대주택관리상의 문제는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빈민들의 집단 거주함으로써 공공시설파손‘ 고 

성방가， 노상방뇨와 같은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입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해 공공임대주댁의 불법전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장영희 · 박은 
철 용해경. 2003) 여기서는 재원조달의 관점에서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해 

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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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형의 임대주택정책은 입주민들을 사회적 낙인 (soci따 stigma)의 대상으로 만들어 내는 부작 

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임대주택정책과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임대 

주택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재원의 하나로 민간재원조달 기법의 하나인 PFI 활용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PFI의 개요 

PFI는 1992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공공사업의 새로운 재원조달 기법이다. 이 제도는 비 

용이 많이 드는 공공기반시설을 민간의 컨소시엄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설계 (design) . 건설 

(build) . 유지 관리 · 운영 (operate)함으로써 늘어 나는 공적채무를 줄이 기 위해 도입 되 었다. 1980 

년대 이후 대처 정부의 공공기관 및 사업의 민영화와 아웃소싱을 도입해온 영국은 1990년대 들 

어오면서 EU 통합으로 인한 정부 지출 환경의 변화4) 및 199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공공투자억제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었다(B떠dwin. 2003; Ball et 따.， 2002). 영국은 우리나 

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새로운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축 

및 유지비용을 공공재정에서 지출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 늘어나는 공공투자로 인한 인플레이 

션과 증가하는 공적채무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PFI 기법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의 리스크(risk)를 납세자로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하 

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였다. 또한 공공사업의 자본 

계정과 현금계정을 분리하여 초기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본계정을 PFI 사업자에게 넘김으로써 

공적채무비율을 줄이려 하였다(강정규 · 조성배 2003 ， B삶dwin ， 2003; Ball et 머.， 2002) . 

PFI를 통한 공공사업재원조달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즉 @ 공공서비스도 민 

간부문이 전달할 수 있다.@ 민간관리가 효율적이다.@ 공공서비스의 구매자와 제공자를 구 

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자들 간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달성한다 @ 투입보 

다는 산출이 중요하다 @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PFI를 통한 공공사업은 

궁극적으로 정부부문의 역할변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정부는 기존의 서비스의 직접공급자로부 

터 서비스의 조달자(procurer)나 규제자(regulator)로 변화해야함을 의미한다. 

영국 PFI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626개 

의 약 399억 6천7백만 파운드 상당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부서별로는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 S성11) 및 보건부(Dep따tmentofH않lth)가 각각 108건 및 126건의 사업을 PFI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자본가치로는 교통부의 사업이 204억 4천4백만 파운드로 전체 PFI 사 

업금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택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실 (C뻐ce of the 

Deputy Prirne Minister: ODPM)에서도 56개 사업에 9억 파운드 상당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4) 즉 정부 부채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감축하고 공적채무는 GDP~ 60% 이하로 유지하라는 마스트 

리히트 조약의 제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강정규 · 조성배 . 2003: Ball et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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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국 재무성 (Hl\‘ Treasury)홈페이지 

〈그림 2) 영국 PFI 사업실적 (2004년 4월 현재) 

2αl4년 4월 현재 〈표 3) 영국 PFI사업의 부서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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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 사업의 유형은 @ 독립형 사업 (free-standing p떼ect) @ 조인트 벤처형 사업 Uoint-venture 

pl'이ect) , 그리고 @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으로 구분된다(Allen ， 2(01) , 독립형 사 

업은 민간부문에서 사업비용을 전적으로 자체조달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받아서 충당하는 형태 

이다 조인트 벤처형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때 민간부문 파 

트너는 경쟁과 입찰에 의해 선발되어야 하며， 조인트 벤처의 운영은 민간부문에 의해 운영 

(control)되어야 하고， 정부부문은 최초 계획에 대한 심사 및 규제， 보조금지급과 같이 매우 제 

한적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 리스크와 이익 (reward)의 배분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은 민간이 우선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예를 들어 

민간회사가 병원에 신장병 분석을 위한 기계장치를 팔거나 민간 부문 회사가 노인들을 위한 편 

의시설 제공과 이를 통한 ‘일일 케어 서비스’ (day-to빼.y care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민간부문이 교도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PFI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공사업이 PFI 방식 

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재원조달방식에 의한 공공사업보다 세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우선 공급된 시설의 이용자인 납세자， 즉 일반 국민들 입 

장에서 효율적이어야 하고 정부조직 입장에서 효율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 측면 

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한다. 

첫째，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해당시설에 투자된 돈에 비해서 실효 

성이 높아야 한다는 VFM (Value for Money)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의 입장에서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가장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민간부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 

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VFM은 기존 공공사업비용안(Public Sector Compar따or)5)과 PFI사업 

으로 인한 전 과정 비용(Life Cycle Cost)을 근거로 한 민간사업자의 입찰가격을 비교해서 PFI 방 

식을 이용했을 경우， 재정 및 공공 서비스가 종래의 공공사업과 비교해 얼마나 납세자에게 이 

익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PSC와 PFI 입찰가격의 관계를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둘째 PFI사업은 사업의 리스크를 민간부문으로 이전 (riskσansfer)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 

고 있다 PFI 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민관합동(PPP)사 

업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적 리스크(gene때 risk)와 PFI에 특수한 리스크(PFI- s따ific risk)가 있다 

(외len， 200 1), PFI에 특수한 리스크는 사업의 리스크를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에는 처분 리스크(이spos해 risk)과 외부 파이낸싱 리스크(extemal 

5) PSC는 설제 비용이 아니라 PFI 입찰가격이 적정한지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가상의 비용견적서이며 예상 
되는 사업의 각종 리스크를 포함하여 작성된다， PSC는 순 현재가치법 (NPV)으로 작성되고 최근의 실제 

공공사업에서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업비용이 고려되고，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 

크가감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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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MTl없sury Taskforce, 1999, p. 6. 

〈그림 3) PSC와 PFI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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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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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ng risk)가 있다. 처분 리스크는 처분하려고 하는 정부의 잉여자산 가치가 예상보다 낮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PFI 계약의 일부로서 잉여의 건물과 대지를 

민간계약자에게 이전해버릴 수 있다. 외부 파이낸싱 리스크는 민간부문 계약자가 시장에서 공 

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기금을 모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된다. 따라서 정부부문은 충분 

한 기금마련이 된 뒤에 사업계약을 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 파이낸싱 리스크는 입찰시기와 계 

약시간이 불일치함으로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interest rate 

risk)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이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이 입찰 

시기와 계약시기 사이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하게 된다(외len ， 

2(01) . 

셋째， 사업추진 주체 간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민간사업주 

체 간의 경쟁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공모 안을 제출하게 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HM 

Treasmy Taskforce, 1999).6) 민간사업추진조직은 내부적인 

NPV분석 등을 통해 수익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익성을 가늠하기 위해 IRR분석， 

한편 PFI 사업의 VFM과 리스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유용하다 PFI 사업에서 리스크가 

항상 낮아야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재정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최저입찰제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리스크는 최저수준 

6) PFI 사업이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항상 효율적인 성과를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A1Ien (200 I)은 전통적 방식의 총비용에서 입찰비용(tender∞st)과 PFl사업의 총비용 중 입찰비용을 비교 

했을 때 PFI사업의 입찰비용이 전통적인 사업방식보다 높다는 점， 사업주체가 민간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금리가 영국의 국가대출기금(Nation따Loans Fund; NFL)의 이자율 보다 높다는 점， EU의 조달지침 
(Euro야an Comrnission Procurement Directive)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는 민간부문 관리자의 계약협상능력의 

부재 퉁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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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때Tr，없sury 11없:kfoκe， 1999, p.9. 

〈그림 4> VR‘과 사업 리스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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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때 Treasury Taskforce, 1999). 따 

라서 사업의 리스크 수준은 VFM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한다. 

2. PFI 사업 절차 

영국의 PFI 사업은 영국 재무성이 표준화된 절차를 제정하여 PFI 사업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A11en， 2(01) 이 표준화된 절차는 각 사업의 유형에 따라 다르 

지만， 크게 사업의 선정， 사업자의 선정， 계약， 그리고 사업의 실시와 같이 네 가지 단계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7) 

첫째 , 사업의 선정단계에서는 정부가 PFI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성을 낳게 될 사업을 검 

토 · 선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가 의향과 같은 시장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 

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PFI 방식과 종래 방식을 비교 평가하여 효율성 있는 PFI 사업분야를 선 

정하게 된다. 

둘째， 사업자의 선정단계에서는 사업 개요에 관한 기본 사항을 공표하고 사업에 응모할 의사 

가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리스크의 수준， 

V메!의 기준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셋째， 계약단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리스크 및 책임의 분담， 사업 실패시의 대응 등 

의 광범위한 사항을 명확하게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7) 日本 都市經濟昭究所 홈페이지 http:ν.www.ueri.orglpfilpfi.ht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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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사엄의 원활하 칩햇 보작 

〈그림 5) PF1 사업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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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민간 사업자의 주도에 의해 PFI 사업의 실시되는 단계로 이때 공공부문은 진행과정이 

계약에 따라 원활히 집행되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 

3. PFI와 공공임대주택사업 

PFI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는 일반적인 PFI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에 모든 권 

한을 이전하여 사업의 리스크를 떠넘기는 경우와 공공부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 계약 

만 PFI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PFI를 활용한 주택사업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한국토지공사 21α)4) 지방정부는 민간부문의 특수목적회사(Speci떠 %ψose 

Vehicle; SPV)와 통상 30년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는 계약의 초기(통상 3~5년) 

에 주택을 수리한다. 이 기간 및 전체 계약기간에 대해 특수목적회사는 지방정부에게 주택의 

수선 · 유지관리， 임대료 징수， 임대차관리，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주택공급도 가능 

하다. 특수목적회사는 통상 은행 또는 기금출자자， 건설업자， 주택조합， 시설관리제공자 등이 

맡는다. 

현재 영국의 PFI 주택사업에서는 지방정부의 주택수입계정 (Housing Revenue Account; 孤A)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과 활용할 수 없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없A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일반회계 (General 바nd)내의 특별목적회계계정 (ring-fenced account)으로 원래는 1935 

년 주택법 (Ho뼈ngAct 1935)에 의해 지방정부에 설치되었다 1989년 지방청부빛주태볍 (the Loc띠 

Govemment and Housing Act 1989)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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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FI를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 유형 

사업 \주\사체업 \유\형 수리 및 보수 신규공급 

(refurbishment ) 

공공부문 
@ @ 

(지방정부) 

민간부문 @ @ 

*음영: HRA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없A의 활용여부와 주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주체에 따라 PA 주택사업을 〈그림 6)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4PS ， 1998) 이하에서는 주택 PA 사업을 각 유형별 

로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 ) 공공부문이 임대업자로서 HRA을 통해 주택을 개량하는 유형 

이 유형은 정부가 소유한 주택을 PA 계약에 의거해서 단일한 PFl 계약당사자로부터 주택개 

량 및 관리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유형이다- 즉 공공부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임차인에 

게 임대료를 받아 계약된 PFr 사업자에게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는 유형이다， 이때 PA 계약으 

로 지불하는 금액은 총 임대수익의 합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 사업은 주택이 노후화 되었거 

나 시장가치가 별로 없어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부문이 임대업자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유형 

이 유형은 지방정부가 PA 시행자와 계약을 통해 장기 임차한 주택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때 PA 시행자는 엄차한 기간동안 소유권을 가지며 장기소유에 따른 리스크를 부 

담하게된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대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 

이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하고 복잡할 때 사용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입차인과의 관계에서만 사업의 리스크를 감수하면 된다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약을 해 

지하거나， 지방정부가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임차할 수도 있다 

3) PA 사업자가 임대업자로서 HRA을 통해 주택을 개량하는 유형 

이 유형은 정상수준의 공가가 있는 HRA 임대주택을 PA 사업자에게 장기간(2 1 년 간) 리스 

8) HRA의 주요 특정은 다음과 같다(ODPM， 2003). CD HRA는 지방정부가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는 임대업자(landlord)의 계정이다 @ HRA는 분리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안에서 

지방정부 주돼과 관련한 거래 및 이와 관련된 특별목적회계 (ring-fenced account) @ 주요수입항목은 임차 

인들의 임대료와 중앙정부의 보조금(Exchequer)으로 구성된다 @ 주요지출항목은 대출 상환. 유지관리 

비 및 입대료 환불 등으로 구성된다 @ HRA는 한해동안의 수지를 결산하는 현금계정이 아니라 다년 

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계정이다 @ 없A는 1990년 이전에는 일반회계와 연계해 운용할 수 

없었으나 1990년 4월 l일부로 발효된 1 989년 주택법에 의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계정간 이전이 허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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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FI 서비스 계약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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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계약 중에는 PFI 사업자의 세입자 

〈그림 8) 장기 리스 모형 

(임 대 )한 후 주택공사에 등록된 비 영 리 주택사업 체 (Re밍stered Soci외 뼈ndlords; RSLs)에 게 매각하 

는 방법이다. 임대기간 이후에 매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야 하 

며 새로 임대업자가 되는 주체는 RSL이어야 한다 물론 이때 공공부문이 다시 소유권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 사업유형은 PFI 사엽자가 맨A 주택을 유지보수 벚 개량하면서 

들게 되는 비용을 세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소유권의 민간이양에 따른 부채의 청산문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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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직까지 영국정부에서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 사업유형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활용가능 

성이 제기되는 모델이다. 

4) PF1 사업자가 임대업자로서 일반회계를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 유형은 일반회계자금을 활용하여 PF1 사업자가 신규 주택건축이나 기존 주택개량을 통해 

추가적인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활용되는 유형이다. 이때 지방정부는 PF1 사업자가 공공 

주택을 공급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하는 PF1 사업계약을 체결하게된다. 이 PF1 사업자는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지만 계약의 단일한 당사자이어야 한다. 

4. 작동원리9) 

1) 공공임대주택 

이하에서는 PF1를 통한 임대주택건설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이 직접 임대주택 

(public housing)을 건설하는 경우， 주어진 공공재원 (K)을 갖고 공급세대수(H)를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식 (1)에서와 같이 지가(v)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 외곽지역에서 용적률(F/L)을 증대 

시키는 고밀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 이 때 가구당 투입되는 공공재원 (G)은 식 (2)와 같다. 

K = vL + cFí = (v + c푼)L 
=vL+cAH] (1) 

K vL 
G] = :: = ~: +cA (2) 

H] H] 

K: 공공재원 G: 가구당 공공재원 투입비용 

A: 단위 주택 면적 H: 세대수 

v: 평당 지가 L: 토지면적 

c: 평당 건설비 F: 건축연면적 

한편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수지를 맞추기 위한 최소 평당 임대료(r') 및 가구당 임대료(R')는 

식 (3). (4)와 같고(영구임대주택을 가정) ,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평당 임대료(에 및 가구당 임대료(J?i)는 식 (5) , (6)과 같다. 

r' = i(-::ι-:-+c) 
Fí/L 

9) 여기서 제시된 작동원리는 위에서 살펴본 ‘PFI 서비스 계약형’ 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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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 iG] 

rd = pY =--
A 

R d =pY 

r: 평당 공급임대료 R': 가구당 공급임대료 

rd: 지불가능한 평당 임대료 æ: 지불가능한 가구당 임대료 
i: 할인률 

Y: 가구소득 p: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Uncom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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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이 때 r' > μ 또는 R' )æ의 경우， 공공은 임대주택사업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거나(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투입자금을 회수) 또 

는 저소득층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식 (3)에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가(v)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 외곽지역에서 용적률(FIL)을 증대시키는 고밀 개발을 추구해 

야 한다. 후자의 경우(r = rd)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은 식 (3)에서 식 (7)과 같이 산출된다. 

Fì v 
L PY C 

iA 

2) 민간자본활용 임대주택 

(7)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은 f와 rd 또는 RS와 F의 차이를 보조금 

(subsidy)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평당 임대료 대바 보조금 비율(g) 및 가구당 보조금(G)은 식 

(8). (9)와 같다. 보조금은 식 (10)과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고， 또는 식 (10)' 와 같이 민간주택업체에게 건설비용을 보조 

하거나 혹은 저소득층 입주자를 대신하여 공공이 임대료의 일부를 대납(代納)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있다. 

d 

g2 =-' -,'- Osg2 sl 
r 

rd :(1-g2)rS rs =-」-rd
ι (1- gs) 

G2 = RS = Rd = g2 RS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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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 임대료 대비 보조금 비율 

rd pY 
vL + cF, = -'--F, = F, 

ι i(l- g2) ι iA(I- g2) ‘ 

Rd + G2 TT pY + G2 vL+cAH2 =~←=..f.. H2=~γ.:::...f.. H2 

(10)' 

rd 
T.' pY 

(vL+c%)(1-g2)=-r건 =표전 

G2 T7 Rd 
TT pY 

'L+cAH2 =~H2 =~H2 =r..::- H2 

식 (10) 또는 (10)' 에서 공공의 보조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은 식 (11)과 같이 산출 

되며， 식 (7)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와 비교하여 용적률이 낮아진다. 

m ( F2 V 

L PY C 

iA(I- g2) 

또한 식 (11) 또는 (11)' 에서 가구당 보조금(G)은 식 (12)와 같이 산출된다. 따라서 통일한 

공공재원 (K)을 갖고 식 (13)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민간임대주택을 보조하 

는 경우의 수혜가구수를 비교해 보면， 식 (2)와 식 (12)를 식 (13)에 대입하여 식 (14)와 같은 

관계를 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후자가 전자에 비해 보다 많은 세대수에 임대주택 공급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H2 > H,) 

G2 = i(부 +cA)- pY 
"2 

(12) 

K=G,H, =월H2 (13) 

(14) Ho = cA τ-pyH， 
._---

(15) pY 
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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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계층흔합형 용도지역제 

여기에서는 주택개발사업의 소득계층 혼합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계층혼합형 용 

도지역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향후 10년간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건설 100 

만호 계획에서도 대규모 임대주택단지가 ‘빈곤한 사람들의 섬’ 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성 도심 내 주택개발 및 재개발은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써 , 정작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저렴주택의 재고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도시 내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및 최근 서울시 뉴타운 개발정 

책은 상업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궁극적으로 도시 내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크다. 계층 혼합형 용도지역제는 PFI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PFI 임대주택사업과 함께 사용해보는 것도 

고려할수 있을 것이다. 

1. 개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개발사업이 저렴한 주택개발과 통합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즉， 지역의 주택지 개발에 있어 저소득층을 위해 시장가격 이하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디벨로퍼 (developer)들에게 용도지역제 조례를 통해 의무조건을 부과하거나 자발 

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기법은 1971년 미국 버지니아의 페어팩스 키운티 

(F.없rfax County)에서 조례를 통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B따chellandG머ley， 2α)()) . 이 조례에서는 

50호 이상의 주택개발을 하는 경우에 지 역 중위소득의 6O~80% 수준의 가구들이 부담할 수 있 

는 주택을 15% 정도 공급하도록 하였다 

현재 미국 내 대략적으로 50~1007ß 정도의 지자체가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rchell and Galley, 2αJO) . 이 중에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의 가장 성 

공적인 사례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로 이곳에서는 1974년 채택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 

제 프로그램으로 약 10，000채의 저렴주택 (Modera않ly pri∞d Dwelling Unit; MPDU)이 공급되었다 

(Tustian, 2α)(); Brown, 2(01). 

결국 현재로서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는 주택의 양과 밀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정책 

혹은 주택단위의 시장가격을 낮추기 위한 토지이용정책을 의미하고 이 두 의미가 때로는 독립 

적으로 때로는 결합되어 사용된다(Tustian， 2000; Burchell and Galley, 2αJO) . 



46 環境論驚 第42卷 (2004)

2. 핵심 구성요소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Fisher and Patton, 

2001; 때stian， 2αlO). 

1) 최소의무 비율(set -aside requirement) : 개발되는 주택의 일정비율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 

에 분양되거나 임대되어야 한다‘ 

2) 목표집단: 저렴 주택을 구입 및 임대할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구의 소득기준을 마련하 

는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현된다(예를 들어 지역 중위 소 

득의 80% 등으로 표현) 

3) 저렴주택 의무기간(affordab퍼ty control periods) : 저렴한 주거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위 

해 혼합형 주택프로그램을 유지토록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4) 대체비용의 지불: 당해 사업에서 제공할 수 없는 주택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지역에 

저렴주택을 짓거나 ‘대체비용의 지불 '(in-lieu-of payments)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하고 있다. 

5) 비용상쇄 장치/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장수준 이하 주랙의 임대 빛 판매로 발생되는 

손실을 상쇄 및 보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있다. 예를 들어， 밀도보너스 제도를 통해 개발자들 

이 저렴주택을 공급할 때 보다 많은 주택들을 지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담금완화， 유연한 설 

계요구 및 신속한 허가절차와 같은 비용부담 완화책이 추가적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6) 연계(비lkage): 신규 상업 개발을 저렴주택 공급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도 특정이다. 예를 

들어 보스턴에서는 50.000 평방피트를 넘는 도시 내 상업용 건물의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방피트당 5달러의 비용을 저렴주택 건설에 활용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부과하였다. 

3. 메랄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사려1 10) 

다음으로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활용하기 위해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는 메릴 

랜드주 몽고메리 차운티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워싱턴 D.C.의 베드타 

운으로 메릴랜드주 교외의 고용 중심지로 급성장한 지역이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조례는 50호 이상의 단독 및 공동주택 개발 시 12.5~15%가 저렴주택 (affordable 

housing)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신 밀도 

보너스가 20% 만름 부여된다. 이 조례의 적용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은 2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 

되도록 하고 있다 Il) 

10) 이 부분은 Brown, 2001 , pp.5-6, pp.29-30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11) 이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는 임대주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가주택의 경우 10년간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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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400 

1,200 디엄대 ·분양 

1,000 

자료 Brown， 2001, p.18. 

〈그림 9) 몽고메리 차운티의 저렴주택 공급 실적 

예외적으로 만일 해당사업 지역 내 의무규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발지가 아닌 다른 

지역이나 인접지역에 할당된 주택보다 더 많이 주택을 짓거나， 저렴주택을 위한 택지를 같은 

지역이나 인접 지역에 공급하거나， 카운티의 주택개발기금(Housing Initiative Fund: HIF)에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위 세 가지를 혼합하여 의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 12) 

이 정책의 대상계층은 과거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해당 카운티 거주가구로 2C뻐년 기 

준으로 지역 중위소득(82 ， 800달러) 대비 65% 수준인 가구들이었다. 1인 가구의 경우 33 ， 500달 

러 5인 가구의 경우 52 ， 000달러에 해당하는 가구들이다. 만일 디벨로퍼들은 자신이 공급한 주 

택을 9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가구들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없을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다른 

가구들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애초에 설정된 가격을 넘지 못할 뿐 

아니라 주택에 부속한 토지는 여전히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1974년 채택 

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프로그램으로 약 10 ， 000채의 저렴 주택이 공급되었다(<그림 9)) . 

자가주택의 경우 10년간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원래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통한 조정된 주거비용의 합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이득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단 10년 기간이 만료되면 주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과 같은 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12)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외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 꼭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주민의 관심 

을 많이 받았던 Avenel 지역 사례는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골프 코스 내 위치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Avenel 개발에서 저렴주택을 확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차운티 정부는 이 지역 
의 개발에 따르는 60채의 저렴주택 의무 공급량을 타 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역사회의 여 

론 때문에 Avenel 지역에 저렴주택을 공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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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 = 매각대금-(원 거래가격+승인받은 주택개량비용+소비자물가지수 조정분+거래수수료) 

이때 발생한 이윤은 카운티의 주택개발기금(HIF)로 가게 되며， 이 기금은 영리 및 비영리 디 

벨로퍼가 저렴주택 구입， 건설 및 개량하는데 지원되고 기타 공공 및 민간 기금운용지원에 활 

용된다 1989년부터 10년간 HIF에 들어온 기금의 총량은 1 ， 320 ， 500달러였다. 

한편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 규제를 받는 주택의 가격이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시장가격 

으로 거래되는 주택가격보다는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카운티 의 주택기 관인 주택기회보장위 원회 (the Housing Opportunity Commission; HOC)는 저 

렴 주택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카운티 주택재고의 33%를 구입하고 자격을 갖춘 비영리 기관이 

주택재고의 7%를 매입토록 함으로써， 총 40%의 저렴주택을 확보하고 있다. HOC는 또한 주택 

을 구매하고자하는 저소득가구나 비영리조직에게 시장이자율이하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가 

지고 있다. 1999년 현재 HOC는 공급된 저렴주택 3 ， 805채 중 14%에 해당하는 1 ， 441채의 저렴 

주택을사들였다. 

4. 작동원리 

이하에서는 민간자본 빛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에 기초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되 임대주택은 기존의 분양주 

택에 추가하여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분양주택 

만 건설할 경우의 건축연면적 (Fo) , 용적률 인센티브에 의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 

축연면적 (F) 및 분양주택 건축연면적 (Fa) ,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후 총 건축연면적 (FT) , 그리 

고 Fo 대비 용적률 인센티브(a)와 FT 대비 임대주택 의무비율( fJ)의 상호 관계는 식 (16) , (17) 

과 같다. 이 때 식 (17)에서와 같이 임대주택 의무비율( fJ)이 증가할수록 용적률 인센티브(a)는 

증가하여야한다. 

FT=Fo+ 건 +Fa =(1 +a)Fo 
f깅 =fJFT (16) 

대
깨
-
}
 

깨
-
t
 

FQ--Fg--h + ---= 

l 

8 
-Q 

-

---Q 

8 (17) 

Fo: 분양주택만 건설할 경우의 건축연면적 

F: 용적률 인센티브에 의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축연면적 

Fa: 용적률 인센티브에 의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분양주택 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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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후 총 건축연면적 

a: Fo 대비 용적률 인센티브 

(j: FT 대비 임대주택 의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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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사업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식 (18)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 

여야 한다(간단히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건설비는 통일한 것으로 가청). 이 때 보조금(g ， G) 

은 앞서 식 (11) 또는 (11)' 와 같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형 

태로 지급될 수도 있고， 또는 민간주택업체에게 건설비용을 보조하거나 혹은 저소득층 입주자 

를 대신하여 공공이 임대료의 일부를 대납(代納)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pY 
--，-vL+c뀐 =-~---윈 + (p-c)Fa 
1 + a J iA(l- g3) J 

pY+G, 
~vL+cAH3=~→H3 +(p-c)Fa 
l+a 

p: 분양주택 가격 

(18) 

식 (1 8) 에서 가구당 보조금(G)은 식 (19)와 같이 산출되며， 이에 따라 식 (20)과 같이 통 

일한 공공재원 (K)을 갖고 민간자본만을 활용한 경우와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수혜가구수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식 (20)에 식 (12)와 식 (19)를 

대입하면 식 (21)를 얻을 수 있고 식 (15)를 참조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우에 보다 

많은 가구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H3 > H2) , 

a VL , l'~ 
G, =i(~-:-二 + cA - (p - c)-:노)-pY 

Î+a H3 ' H3 

Go __ G, 
K=~H2=~H3 

:뜨 +(p-c)κ 
H, -Ho =.1 +a 

j ι cA- pY 

(19) 

(20) 

(21) 

이상에서 Fa = 0으로 설정하면， 이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임대주택만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식 (17)과 (21)에서 Fa = 0인 경우에 대해 (j = 1로 설정하면 

식 (21)은 식 (14)와 통일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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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상에서 p=o으로 설정하면， 이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분양 

주택의 순수익만을 갖고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순전히 

용적률이라는 물리적 규제 수단만을 갖고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식이 된다 

V. PFI와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를 활용한 임대주택 확충방안 

1. PFI를 통한 장기임대주택사업 

PFI를 통한 임대주택사업은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행 국민임대주택정책의 대안으로 검토할 만 하다 기존의 국 

민임대주택정책은 거대한 목표에 비해서 공공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 또한 획일적인 임대주택정책은 입주민들이 사회적 낙인의 대상 

이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 

득층의 주거를 보장하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신중히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전달주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성이기 때문에 민간 

의 자원을 활용한 임대주택건설은 또 다른 대안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성도시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 

우리나라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주로 신규택지개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성 도시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기성도시내 도시정비 사업시 임대주택공 

급을 확충하기위한 제도적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성도시 내 저렴주택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공급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으로는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 

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와 광역시의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재개발지구 내 기존세입자들을 위한 

저렴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개발조례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 

는 재개발임대주택수는 재개발 사업지구 내 총 공급세대수의 17% 만큼 혹은 세입자수의 35% 

중 많은 쪽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재개발임대주택은 ‘50년 임대형 재개발임대주택’ 으로 

민간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에 지자체가 매입하는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현지개량 방식에서 대규모 공동주택방식으로 유도하여 사업지구 

내에 재정이 30%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되， 일정소득 이하로 제한되는 공급대 

상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건교부. 2001).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형 주거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리는 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의 지 

원을 받아 건설하고 소유 • 관리하고 있다 

한편 재건축 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 사업의 경우에 민간에 대한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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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의무사항 유무 

세부사항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개발 

사업지구내 총 공급세대의 17%이거나 

세업자 세대의 35% 중 많은 쪽을 택해 입대주택공급 

의무사항 없음 

의무사항 없음 

의무사항 없음 

。 n

"lTT 

。

× 

A 

× 

분
 

구
 

택공급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저렴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즉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 사업을 제외한 사업블은 장기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할 규 

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지더라도 저소득충은 보다 부담 가능한 주택을 찾아 도 

시 외곽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는 민간주도 

개발의 경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정책수단을 통해 사업주체의 개발 

로 인한 이익을 저렴주택의 공급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 도시 내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13) 또한 최근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한 국민임대주택공급으로 불거진 ‘개발 

과 환경의 조화’ 와 관련된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르 
'-

지금까지 PFI와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살펴보았다. PFI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은 한정된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계층혼합형 용도 

지역제는 택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을 통한 계층적 

혼합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신개발과 재개발을 통한 장기 임대주택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 

VI. 결 

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일한 공공재원을 가지고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주택공급혜 

택을 주고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주택공급효과가 커짐 

을알수있었다 

이 두 가지 수단을 활용한 임대주택확충은 우리의 기존 제도와는 다른 제도이다. 새로운 제 

l3)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발생을 억제하거나 환수하기 위한 직접규제의 형태를 띠 

었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이익이 노동을 통하지 않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익이며 이것이 사적으로 전 

유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꽁감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은 직접규제의 대상과 방법 그 

리고 지속성 측면에서 일관된 청책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계층혼 
합형 용도지역제는 개발이익의 발생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개발이익을 저소득층을 위해 활용하여 사회 

적으로 공유내지 환수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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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도엽은 항상 시간이 걸리고，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의 꽁꽁임대주택정 

책이 일반적인 정책형성 및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공약 및 정치적 약속에 의해 급작 

스럽게 제시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진단이 사전에 엄밀히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서 제시한 수단들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 

운 대안으로 고려될 만하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재원조달과 택지확보라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두 정책수단이 우리의 임대주택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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