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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들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

으며, 특히 CDT, AIMCO 등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로, 국내에

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으로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

주택 리츠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주거복지, 부담가능주택, 리츠, 자본시장, LHITC 프로그램

Abstract :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ways to utilize the capital market for expanding housing welfar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ffordable housing REITs in the United Stat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ed States converts the keynote of its housing welfare policy to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through private operators, and operates various support systems, including the 
LHITC program for them. Second, under this institutional framework, the use of capital markets for af-
fordable housing is actively carried out, especially through the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REITs such 
as CDT and AIMCO. Third, the public- driven housing REITs model and the private-led housing REITs 
model were proposed as ways to utilize the capital market through affordable housing REITs in Korea. 
Finally, policy improvement ways were proposed to promote the use of the capital market of affordable 
housing RE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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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까지 국내의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보면, 

공공 부문이 주도가 되어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

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역대 정부는 다양한 주거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발전시켜 왔으나, 여전히 다

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1)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주거복지가 단순한 주택

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활동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문제임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방식이든 민간의 참

여가 필요하다. 둘째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저소득

층에 집중됨에 따라,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

년층이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중산층들의 주거문

제는 관심이 소홀해지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존

재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에서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정부담

은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도 장애요인으

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거복지 수준을 지

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문제점을 가지

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부문이 주거복지 프로그램

을 독점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미

국 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거복지의 수

단으로서 민간투자, 즉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편

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용을 통

해, 공공이 전담하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

으며, 저소득층만이 아닌 저자산 중간소득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2). 

또한, 자본시장을 활용할 경우, 수익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운용이 가

능하다. 

주거복지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

례로 미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80

년대 이후 이전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저

소득층뿐만 아니라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중산층

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담가능주택

(affordable housing)3)의 체계적 공급 정책으로 전

환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

다. 즉, 부담가능주택의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

부의 재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있는데, 이를 

위해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HITC: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4)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적

극 유인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

과로, 다양한 민간자본에 의한 부담가능주택의 확충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민간

자본 중에서도 부담가능주택에 전문적으로 투·융자

하는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5)

의 참여는 영리한 기반한 자본시장에서도 정부의 적

절한 지원이 있다면 부담가능주택의 투자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는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대표적 사

례가 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효율적이며 지속가

능한 주거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민간 자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주거복지가 저소득층만이 아닌 청년층과 무

주택 중간층 등 저 자산계층에게 보편적인 주거대안

이 될 수 있는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에도 효과적인 정

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보다 능동적이고 보

편적인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민간 자본시장의 활

용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프

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주거안정과 같은 대

대적인 재정 부담이 있는 프로그램에는 활용이 제한 

될 것이다. 따라서 주거복지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하

는 프로그램은 공공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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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에서 기업형 주

택임대사업의 육성을 추진하는 만큼, 이러한 연구는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

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부담가능주택의 대

한 개념적 쟁점과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둘째로, 미국의 부담가능주택의 자본시장 활용 시스

템에 대해 고찰하고, 셋째로,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중심으로 주거복지를 확충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 사

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부담가능주택 확충을 위한 자본시

장 활용 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책

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부담가능주택의 개념 및 정책적 쟁점

일반적으로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이란 가계의 소득수준으로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

서 거주 가능한 주택(김현아·서정렬, 2017)을 말한

다. 즉, 단순히 가격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만이 

아닌, 주택 수요자인 가계가 소득수준으로 주택이나 

임대료를 지불 가능 지 여부가 부담가능주택의 판단

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부담가능주택은 소득의 수

준과 주거비용에 따라 부담가능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중간소득층 이하의 주거비용 부담이 

소득수준에 대비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되어, 이

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의 주거비 기준

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담가능주택의 개념

에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소득층의 주거안정

도 함께 도모한다는 의도가 실려 있다고 하겠다(박

원석, 2013).

국가별로는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정의가 일정하

지 않다. 국가에 따라 사회주택, 공공주택, 매개주택 

등을 부담가능주택으로 부르기도 한다. 미국의 예

를 들자면, 주택도시개발부(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주택구입능

력지수(HAT: Housing Affordablility Index)를 통

해 주거비용 부담이 가구소득에 비해 적정한 지를 

평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거비용6)이 가구의 중

위소득(median income)의 30%보다 많이 지불하

는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정의(전은

호·서순탁, 2009)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부

담가능주택이란 주거비용이 중간계층 가구소득의 

3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박은철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부담가능주택 

정책의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이 반영되

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부담가능주택 정책은 점유

형태의 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즉 부담가능

주택은 임대주택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따라서 부담가능주택 정책에는 임차뿐만 아니

라 자가 소유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 둘째는 부담

가능주택은 민간부문의 이해를 주로 반영한 정책 담

론이라는 점이다. 민간부문은 주책정책이 민간투자 

및 건설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하는

데, 부담가능주택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를 주거복

지 정책의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하

였다. 셋째로, 부담가능주택 정책은 사회정책의 전

달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정

책의 전달체계가 개인의 책임과 개별적인 상황에 대

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개인이 입주하는 

주택이 부담가능주택이 되는지는 개인의 선택과 책

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거복

지 정책의 기조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공공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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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자금을 활용한 부담가

능주택의 보편적인 공급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는 

비영리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영리에 기반한 민간부

문의 참여도 포함한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료가 시장가격의 40〜50%선에서 책정되었다면, 부

담가능주택의 임대료는 시장가격의 최대 80%까지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어서, 부담가능주택 

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여기에 시장가

격과의 갭인 20%에 대해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면, 민간부문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고, 따라서 자

본시장을 통해 부담가능주택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공

공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 많

이 공급할 수 있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주거복지 

정책의 수혜 범위가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에서는 민간자금

을 활용한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충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져 왔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공

공 임대주택과 일반적인 민간 임대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매개형 부담가능주택(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

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사회주택, 행복주택, 뉴스

테이, 코하우징 등 민간을 활용한 저렴한 임대주택

의 공급을 위한 시도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따

라서 부담가능주택 정책은 최근의 각국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복지 확충에 자본시

장을 활용한 사례들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외국에

서는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외에

서는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연구와 부담가능주택에

서 자본시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연구로, Levy and Purnell 

(2006), Order(2006), Rubin(2006), Seidman 

(2006), West(2006), Tingerthal(2009), Blessing 

and Gilmour(2011) 등이 있다. 

Order(2006)은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저당대출

의 유동화 방안을 연구했으며, Rubin(2006)은 주택,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 전반의 개발에 벤처캐피털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또한, Seidman(2006)

은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으로 자본시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역개발금융(CDFI)의 역할과 개

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West(2006)는 부담

가능주택에 대한 저당대출의 유동화에 있어서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Tingerthal(2009)은 지역사

회 개발과 안정을 위한 지역개발 금융의 역할에 대

해 분석하였다. Blessing and Gilmour(2011)은 미

국의 LHITC 제도와 호주의 NRSH(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제도를 비교·분석하면서, 

이들 세액공제 지원제도들이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에 효과적인가를 검토하였다.

국내에서도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부담가능주택

의 활용 가능성과 그 대안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진경(2009), 이태진 외

(2010), 홍인옥 외(2011), 김용창(2013)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부담가능주택의 개념에 대

한 논의와 함께 부담가능주택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부담가능주

택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과 국내의 적용 가능성에 대

해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진미윤·박재순

(2009)은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정책 중에서 주택바

우처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였으며, 이재춘(2016)은 미국의 미시건

주 랜싱도시권을 사례로 부담가능주택 수요를 분석

하고, 이에 대응한 미국 지방정부의 정책사례를 연

구하였다.

나아가, 부담가능주택 확충을 위한 다양한 자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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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구조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전은호·서순탁(2009)은 부담가능주택

의 공급을 위해 공동체토지신탁제도(CLT: Com-

muinty Land Trust)도입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를 하였으며, 김용창(2013)은 자산기반 주거복지정

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지분공유제 주택으로 전

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박원석(2013)

은 부담가능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정책에서 리츠와 

부동산신탁 등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박원석

(2013)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부담가능주택 등의 주

거복지 수단과 리츠 등 부동산 기관투자자들이 활동

하는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 첫 번째 연

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자

본시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그 만큼 본 연구주제가 연

구의 필요성이 큰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3. 미국의 부담가능주택의  

자본시장 활용 시스템

1)  미국의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및 지원 

시스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주

거복지 정책을 부담가능주택 공급 중심으로 선회하

였으며, 이에 따라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1937년 「주택법」을 제정하

면서 이후 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주거복지 정책의 주

축을 이루다가, 이후 공공 임대주택이 슬럼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1973년 공공 임대주택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면서 주거복지 정책의 중심을 민

간부문을 활용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1974년 부담가능주

택 수요자에게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프

로그램을 도입하였고, 1986년 「조세개혁법」을 통해 

LHITC 프로그램을 도입(박은철 외, 2016)하였다.

미국의 HUD의 기준으로 주택이 부담가능하기 위

해서는 주거비용 부담이 가구의 중위소득의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를 위해 부담가능주택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시장가격의 최대 80% 수준을 유지해

야 하는 만큼, 임대료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민간

부문이 부담가능주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제한을 받는 대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미

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민간 건설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부담가능주택을 건설할 경우, 각종 인

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1>은 미국

의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

리한 것이다.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대한 지원과 공급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우선 수요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첫째

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HCVP: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는 정부가 직접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

택 수요자에게 바우처(수당)를 제공하여 자신의 결

정으로 살 곳과 주택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

(진미윤·박재순, 2009)를 말한다. 주택수요자는 바

우처를 제공받음으로 인해 자기가 선택한 임대주택

의 임대료가 부담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외에

도 주택수요자에게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기금을 활

용한 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주택 공급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첫째

로,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HITC: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LHITC 제도는 부담가능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0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

도로, 부담가능주택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

그램이다. 둘째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재산세 감

면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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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프로그램

이 있다. 여기에는 HOPE 6(Housing Opportunity 

for People Everywhere) 프로그램에 따라 민간사

업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CNP(Choice Neigh-

borghoods Program) 프로그램에 따라 민간파트너

에 대한 계획보조금과 이행보조금(진미윤·김수현, 

2017)이 대표적이다.

넷째로, 부담가능주택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출

자 또는 저리융자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주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한 출자 또는 저리융자도 있지만, 특

히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

ment Act)」에 따라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등이 제공하는 저리융자도 포함7)된다. 다섯째로, 

부담가능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규

제 완화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주정부에서 부담가

능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부

여하는 용적률 완화, ZOA(Zoning for Quality and 

Affordability) 제도의 의한 고도제한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박은철 외, 2016) 등 도시계획적인 인센티

브 제공 방안을 들 수 있다. 

2)  LHITC 프로그램을 통한 부담가능주택 

공급 시스템8)

앞서 살펴본 부담가능주택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

이 되고 있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프로그램

은 LHITC 프로그램이다. LHITC 프로그램은 민간사

업자가 공급하는 부담가능주택의 임대료를 시장가

격의 80% 선에서 제한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 어

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의 결과로 나온 

지원제도로, 1986년 「조세개혁법」을 통해 LHITC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LHITC 프로그램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

을 위한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0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민간사업

자는 10년 동안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증서를 발급받는 대신, 최소 15년(또는 30년) 이상 

임대주택을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 제한을 받

는 의무 임대조건을 준수9)해야 한다. 

한편, 민간사업자가 발급 받은 세액공제증서는 양

도가 가능하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이 증서를 투자

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이 현금을 다시 건설

표 1. 미국의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지원 정책

구분 내용

수요자 

지원

주거비 보조 •주택 바우처

저리 융자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공급자

지원

세액 공제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LHITC: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세금 감면 •재산세 감면 등

보조금

•HOPE 6(Housing Opportunity for People Everywhere) 프로그램

•CNP(Choice Neighborghoods Program) 프로그램

•민간사업자에 대한 현물 지원 등

출자/저리 융자
•주정부의 자금지원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에 의한 투·융자

규제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ZOA(Zoning for Quality and Affordability) 제도의 의한 고도제한 완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자 료: 진미윤·김수현(2017), 박은철 외(2016), 이동훈·박은철(2012), 김현아·서정렬(2017), 이재춘(2016), 진현환(2013), 

박원석(2013), Blessing and Gilmour(2011), HUD 웹사이트 등을 종합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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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증서의 매

매를 위해서는 신디케이터가 중개 역할을 하는 것

이 보통이다. 세액공제증서의 투자자는 주로 조세감

면이 필요한 대기업이나 패니매(FNMA), 프레디맥

(Freddie Mac)과 같은 유동화중개기관(박은철 외, 

2016)이다. 이에 LHITC 프로그램은 민간사업자는 

물론 세액공제증서의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

택이 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어, 민간사업

자에 의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그림 1>

은 LHITC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시스템을 도식화 한 것이다. 

LHITC 프로그램을 통한 세액공제 금액은 연방정

부에서 총액을 결정하여, 주정부별로 나누는데, 금

액을 나누는 기준은 인구 기준으로 한다. 이에, 주정

부는 일정 자격을 만족하는 부담가능주택 공급 민간

사업자에게 세액공제증서를 발급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필요할 경우 세액공제와 함께, 각종 보조

금, 저리융자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민간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건설자금의 조기회수

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액공제증서를 매각하는데, 증

서의 매각을 위해 세액공제 신디케이터가 중개 역할

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세액공제 신디케이터

는 다수의 부담가능주택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세액

공제증서 매각을 위탁 받아, 이를 증서가 필요한 다

수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액공

제 신디케이터가 일종의 자본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세액공제 신디케이터로 역할하는 대

표적인 기관으로 LISC(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이 있다. LISC는 지역개발금융기관의 

하나로, 지역개발사업의 차원에서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 비영리 민간사업자에게 투자 또는 융자하

는 역할도 담당한다. 민간사업자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여

기에는 「지역재투자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지

원하는 비영리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의 저리융

자도 포함된다. 

한편, LHITC 프로그램에 따라 세액공제를 지원 

받는 민간사업자는 최소 15년(또는 30년) 이상 의

무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임대료 

지원을 받는 임차인의 요건도 제한하고 있다. 즉, 

LHITC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부담가능주택의 사업

자는 임대주택의 20% 이상을 저소득층 가구에 임대

하거나, 40% 이상의 주택을 지역 평균소득의 60% 

그림 1. 미국에서 LHITC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시스템

자료: Blessing and Gilmour(2011)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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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주민에게 임대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따라

서 부담가능주택의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저소득층

과 중간소득층 위주로 구성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HITC 프로그램은 성공

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2>는 

LHITC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내용 및 운영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우선, LHITC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부담가능주택의 민간투자자

를 보면, 비영리 조직이 21%, 영리조직이 79%로 나

타난다. 따라서 부담가능주택은 임대료 제한을 받음

에도 불구하고, LHITC 프로그램의 설계가 영리 기

반의 민간사업자에게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서, 오

히려 이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판

단된다. 

부담가능주택에 투자하는 민간사업자의 특성을 

보면, 금융기관 등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두드

러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재투자법」의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사

업에 투자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금융

기관들은 지역개발금융기관(CDFI)과 파트너십을 

맺어 부담가능주택에 투자·융자를 함으로써 그 실

적요건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금융기

관, CDFI가 부담가능주택의 주요 투자 및 융자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관투자자 역시 부

담가능주택의 주요 투자자가 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부담가능주택의 유형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에 투자하며,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기 보다는 신축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부담가능주택의 경우, 임대료 제한

이 있기 때문에, 비용효율적인 주택단지 운영이 필

표 2. LHITC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현황

구분 내용

제도 설계

재원 배분 •인구 비례로 지역별 배분

거버넌스
•연방정부가 재원 조달

•주 정부가 행정부담을 지고 재원 배분

유지 기간
•최소 15년 부담가능주택으로 유지 

•1989년부터 30년으로 연장

투자

투자 조직
•비영리 조직: 21%

•영리조직: 79%(10% 이상을 비영리로 운영)

민간 투자자 •은행 위주, 기업 일부

기관 투자자 •기관투자자가 참여: 금융기관(지역재투자법 준수 위함)

투자 수입
•세액공제, 감가상각

•자본이득은 일부

부동산
부동산 유형 •다가구 주택이 주류

건설 •신규 건축 65%, 매입 38%

임차인

임차인 유형
•저소득 노동자층이 주류

•주택바우처와 2중 지원은 안됨

임차인 자격
•최소 20%가 중위소득의 50% 이하

•최소 40%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임대료 수준 •임차인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셋팅

자료: Blessing and Gilmour(2011)의 내용을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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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만큼 그에 맞는 신축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부담가능주택의 입주자는 저소득 노동

자층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부담가능주택 임차인

의 요건에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

LHITC 프로그램을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은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를 위해 자

본시장을 활용하여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민간자금

을 유치하는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즉, 부담가

능주택에 자본시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부-민

간-비영리 지역사회조직이 상호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들 하에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조직과 같은 비영리 지역사회

조직들이 이러한 공공부문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촉매제로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 자본시장의 활용이 활발한 것은 투자자

를 모으는 그릇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투자

조직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

자조직으로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신탁(Real Estate Trust),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등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신탁, 유한책임 파트너십, 리츠를 통해 자본

시장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를 부담가능주택에 투

자 또는 융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

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담가능주택의 

주요 자본시장 공급 통로는 <그림 2>와 같다. 이러

한 자본시장 공급 통로는 크게 리츠 등 영리 투자조

직을 통한 것과 비영리 조직을 통한 것이 있다. 우선, 

비영리 조직에는 지역개발법인(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10), 조합형11) 조직, 신

탁형 조직12)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비영리 조직은 

지역개발 또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확

한 목표를 가지고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당연

히 저소득층과 중간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다. 비영리 조직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

에 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LHITC 프로그

램을 활용하는 이유는 세액공제증서를 다른 투자자

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세액공제증서 매

각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부담가능주택 공급에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

영리조직의 경우, 대표적인 자본시장 공급 통로로

는 리츠를 들 수 있다. 리츠는 미국의 대표적인 부동

산 투자조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부동

산 투자와 부동산 금융에 운용하고, 그로부터 발생

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조직체다. 리츠 

중에서 임대주택의 투자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리

츠를 임대주택 리츠라 하는데, 따라서 부담가능주택

은 임대주택 리츠로 분류할 수 있다. 

임대주택 리츠 중에서도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

는 방식이 나눠지는데, 부담가능주택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와 부담가능주택을 포트폴리오 차원

에서 부분적으로 투자하는 리츠로 나뉘어진다. 부

담가능주택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로는 사실

상 CDT(Community Development Trust)가 유일

한 사례다. CDT는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이라는 공익

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리츠로, 부담가능주택에 

지분투자하거나 저당대출을 통해 자산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설립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일반 임대주택 리

츠들도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LHITC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부담가능주택에 투자하는 사례들

이 있다. 영리 기반에서 움직이는 이들 리츠가 임대

료 통제를 받는 부담가능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은 LHITC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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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최소한의 이윤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상당수의 임대주택 리츠들이 일반 임대주택

과 부담가능주택의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대표

적인 사례로 AIMCO(Apartment Investment and 

Management Company)가 있다.

4. 미국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리츠의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투

자 및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사례조사

를 실시하였다. 미국 사례조사는 2018년 1월〜2월 

간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뉴욕, 플로리다 주, 텍사

스 주 지역에 소재한 임대주택 리츠의 현장을 방문

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사례기관

으로 부담가능주택 전문 리츠인 CDT, 일반 임대주

택 리츠로서 부담가능주택의 투자·운영을 병행하

는 리츠인 AIMCO를 선택하였다. 비영리 주택협동

조합인 Breaking Ground를 이와 함께, 미국의 지

역개발금융기관인 LISC(Local Initiative Support 

Corporation)를 방문하여, 주거복지 시스템과 부담

가능주택의 공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부담가능 임대주

택 리츠의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담가능주택주택 전문 리츠 사례: CDT13)

CDT(Community Development Trust)는 부담

가능주택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로는 사실상 

유일한 사례다. CDT는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이라는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리츠로, 부담가능주

택에 지분투자하거나 장기 저당대출을 실행하는 방

법으로 자산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설립 목표를 실

현하고 있다. 1999년 설립된 이래 44개 주에 걸쳐 

45,000호의 부담가능주택에 투·융자하였으며, 그 

금액은 16억 달러에 이른다. 

CDT의 전신은 LISC(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의 자회사인 LIMAC(Local Initiatives 

Managed Assets Corp)이다. LIMAC는 지역개발사

업을 위한 융자를 제공하고, 증권화, 투자하는 등의 

그림 2. 미국의 부담가능주택의 자본시장 공급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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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이에 LIMAC의 역할을 확대

하기 위한 투자 유치 차원에서 LIMAC를 CDT라는 

리츠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CDT는 처음부터 부

담가능주택의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출

발한 부담가능주택 전문 리츠라 할 수 있다. CDT는 

리츠로 전환한 이후 자본 확충을 통해, 사업규모를 

늘려 나갔으며, 이후에 다시 LISC와 같은 지역개발

금융기관(CDFI)으로도 공인되게 된다. 아무튼 CDT

는 부담가능주택의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라는 사업적 목표가 

결합되면서, 공익적 성격을 띤 리츠라는 독특한 포

지셔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설립배경 하에서 CDT의 주요 출자자 구성

을 보면, LISC의 자회사로 출발한 만큼 당연히 LISC

가 대주주로 있다. LISC는 1979년 설립된 비영리 지

역개발조직인 지역개발금융기관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개발, 소득 증대 주거환경 및 삶의 질 개

선 등을 위해 지역의 소규모 지역개발 관련 조직을 

국가의 다양한 재정지원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

(박원석, 2013)한다. LISC는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을 위한 투·융자 및 

보조금 지원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CDT의 주 

출자자로서 직접 설립에 참여한 것이다. 

여기에 공동 출자자로는 공공부문에서는 Citi-

bank Community Development를 비롯한 비영리 

지역개발금융기관과 FNMA(Fannie Mae)가 참여하

고, 민간에서는 Wells Fargo 등의 상업은행, Mor-

gan Stanley 등의 투자은행, MetLife 등의 보험회사

가 참여한다. 여기서 월가의 대표적인 금융기관들이 

상당수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들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이유는 「지역재투자

법」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투·융자 실적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이들은 제휴관계에 있는 비영리 목적

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의 일환으로서 CDT의 출자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

라서 LHITC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재투자법」 또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에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중요

한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공적 유동화중개기관인 패니매(FNMA) 또

한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CDT가 실행한 

저당대출의 유동화와 관련이 있다. 즉, CDT는 자산

운용 방법으로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장기 융자를 실

행하는데, 이들 저당대출의 유동화를 FNMA가 맡게 

되면서 이해당사자로서 CDT의 출자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CDT의 출자자 구성을 보면, 공공-자본시

장-지역개발조직이라는 3자의 거버넌스가 적절하

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즉, 부담가능주택의 확

충 목표를 가진 지역개발조직인 LISC, 지역개발을 

위한 투·융자 실적이 필요한 상업은행, 그리고 이

들과 제휴를 맺은 비영리 목적의 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마지막으로 CDT가 실행한 저당대출의 유

동화를 맡은 공적 유동화중개기관인 FNMA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여, CDT라는 공공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박원석, 2013)된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CDT의 향후 전략 및 비전

을 보면,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에 필요한 투자와 장기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려

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련 조직과의 네트워

크를 확대하여, 부담가능주택의 투자성과가 확대되

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

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 여타 비영리 조직과의 전략

적 제휴는 물론, 영리 기반에서 움직이는 일반 리츠

와의 파트너십, 공동 투자 등을 포함한다. 또한 CDT

는 단순히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차원이 아니라, 이

를 통해 지역사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주택의 운영지원, 저소득 임차인의 자활지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CDT

의 운영사례는 국내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들에게 벤

칭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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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가능주택 부분투자 리츠 사례: 

AIMCO

부담가능주택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부분적으

로 투자하는 사례는 임대주택 리츠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임대주택 리

츠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부담가능주택에 적극

적으로 투자하는 AIMCO(Apartment Investment 

and Management Company)의 부담가능주택 아

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조사 및 인터뷰를 실행하였

다. 일반 임대주택 리츠인 AIMCO는 주로 중산층 대

상의 중·고급형 임대주택 단지를 투자·운영하고 있

으며, 부담가능주택의 투자·운영은 포트폴리오 구

성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표 3>은 AIMCO의 자산 포트폴리오 현황을 나

타낸 것이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AIMCO는 미

국 전국에 걸쳐 총 165개 주택단지, 44,126호의 임

대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부담가

능주택은 46개 단지에서 5,774호를 보유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따라서 AIMCO가 부담가능주택의 비

중은 단지 수 기준으로는 27.9%, 임대호수 기준으로

는 13.1%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중으로 볼 

때, AIMCO는 다른 임대주택 리츠에 비해서는 부담

가능주택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다. 즉, 

부담가능주택이 AIMCO의 주요한 자산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AIMCO가 보유하고 있는 부담가능주

택의 세부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AIMCO는 13개 주에 걸쳐 총 46개 단지, 

5,774호의 부담가능주택을 보유, 운영하고 있다. 

AIMCO가 보유하고 있는 부담가능주택의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AIMCO는 부담가능주택을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AIMCO가 보유하는 부담가능주택

의 입지는 총 13개 주인데, 이는 미국 전국을 모두 포

괄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가능주택 투자에 있어서 

지리적 다변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담가능주택의 임대료는 지역 중위소득에 연

동하여 제한되기 때문에, AIMCO가 보유하는 부담

가능주택의 입지는 주로 외곽지역이나 임대료가 낮

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난다14).

둘째로, AIMCO가 보유한 부담가능주택의 단지 

규모는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

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임대주택의 단

지 당 평균 임대호수는 323호인 반면, 부담가능주택

의 경우는 121호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 임대주택 

37% 수준이다. 따라서 AIMCO는 포트폴리오 차원

에서 부담가능주택에 투자하지만, 투자비 부담이 큰 

대규모 단지로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AIMCO가 보유한 부담가능주택의 경우, 

대부분 평균 경과년수가 오래된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담가능주택

의 평균 경과년수는 46년인 반면, 일반 임대주택의 

29년 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나타나, AIMCO가 보유

한 부담가능주택의 경우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오래된 임대주택 단지인 것으로 보인다. <표 4>를 보

표 3.  AIMCO의 자산 포트폴리오 현황

구분 단지 수 임대 호수 평균 임대호수 평균 경과년수

일반 임대주택 119 38,552 323 29

부담가능주택 46 5,774 121 46

계 165 44,126 267 -

주: 2018년 3월말 기준.

자료: AIMCO 웹사이트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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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담가능주택의 경과년수 중에서 30년 미만인 

단지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AIMCO

가 부담가능주택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규 개발을 통

한 공급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 4. AIMCO의 부담가능주택 투자 현황

단지 명 임대 호수 입지(주) 경과연수 지분비율

 Loring Towers Apartments 

 South Bay Villa 

 All Hallows 

 La Salle 

 Shoreview 

 Panorama Park 

 La Vista 

 Van Nuys Apartments 

 San Juan Del Centro 

 Arvada House 

 Northpoint 

 Riverwoods 

 Round Barn Manor 

 The Parkways 

 Country Club Heights 

 Fountain Place 

 Kirkwood House 

 Hopkins Village 

 New Baltimore 

 Beacon Hill 

 Butternut Creek 

 Woodland Hills 

 Loring Towers 

 Park Place Apartments 

 Winter Garden 

 Tompkins Terrace 

 Biltmore Towers 

 Walnut Hills 

 Washington Square West 

 Pleasant Hills Apartments 

 San Jose Apartments 

 Ingram Square 

 Whitefield Place 

 Carriage House 

 Crevenna Oaks 

250 

80 

157 

145 

156 

66 

75 

299 

150 

88 

304 

125 

156 

446 

200 

102 

261 

165 

101 

198 

100 

125 

230 

242 

112 

193 

230 

198 

132 

100 

220 

120 

80 

118 

50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콜로라도

일리노이

일리노이

일리노이

일리노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매릴랜드

매릴랜드

미시건 

미시건 

미시건 

미시건 

미네소타

미주리

미주리

뉴욕

 오하이오 

 오하이오

 펜실베이나

텍사스

텍사스

텍사스

텍사스

버지니아

버지니아

44 

36 

41 

41 

41 

35 

36 

36 

46 

40 

96 

34 

38 

92 

41 

37 

38 

38 

37 

37 

37 

37 

44 

40 

97 

43 

37 

34 

35 

35 

47 

37 

37 

132 

3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2018년 3월말 기준.

자료: AIMCO 웹사이트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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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CO가 LHITC 프로그램의 도입초기에 부담가능

주택의 개발을 집중하였고, 이후에는 LHITC 프로그

램의 혜택이 승계 가능한 기존 단지의 매입을 통해 

부담가능주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단지의 매입의 경우, 임대료 제한 

때문에 자산가치가 낮은 오래된 단지 위주로 투자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AIMCO가 보유한 부담가능주택의 경우, 

다른 리츠와의 합작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100% 전

유하는 전략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MCO의 부담가능주택의 지분비

율은 모두 100%다.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 부분 소유

하는 단지가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부담가

능주택의 경우 단지규모도 비교적 작고, LHITC 프

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유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리 기반에서 활동하는 

AIMCO가 임대료 제한을 감수하면서, 부담가능주

택을 중요한 자산 포트폴리오로서 투자·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부담가능주택의 투

자가 일반 임대주택 리츠에게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IMCO의 부담가능주택 사례조

사 및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확인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담가능주택의 투자에는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윤은 확보

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LHITC 프로그

램이 리츠와 같은 영리기반의 민간투자자에게도 충

분히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임대주택 관리도 

최소한의 부담만 함으로써 비용효율적으로 관리한

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사례연구 기간 동안 미국 텍

사스 주의 오스틴과 샌안토니오에 소재한 AIMCO

가 운영하는 3개의 부담가능주택(Whitefield Place 

Apartments, San Jose Apartments, Pleasant Hills 

Apartments)을 방문하였는데, 3개 단지 모두 일반 

임대주택 단지에 비해 관리사무실은 최소 시간만 오

픈하고, 관리 인원도 24시간 상주하지 않고, 관리서

비스도 최소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부담가능주택의 경우 임대료 통제를 받

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시세보다 낮아서 공실이 거

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오스틴에 소재한 

Pleasant Hills Apartments 단지의 경우, 입주를 기

다리는 대기 임차인이 1년 이상 밀려 있는 것을 확

그림 3. AIMCO의 부담가능주택 사례

주:  좌측의 사진은 샌안토니오에 소재한 Whitefield Place Apartments의 사례다. 리싱 오피스가 주 4회만 오픈하여 관리서

비스를 최소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의 사진은 오스틴의 Pleasant Hills Apartments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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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는데, 임대주택 운영 노하우가 풍부한 

AIMCO와 같은 리츠의 경우, 임차인들에게 매우 매

력적임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공실은 

임대료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케팅 

비용 등 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발생한다. 

셋째로, 임대주택 리츠들이 성장 전략으로 부담가

능주택 단지의 투자·운영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이다. 특히, AIMCO의 경우 임대주택 리츠 중에서

는 가장 규모가 큰데,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 그리고 관리운영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대주택 단지를 편입하는 등의 지

속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장 전략의 

하나로서, 부담가능주택 단지의 투자·운영은 정부

의 다각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타 임대주택 단지

보다 새로운 단지 편입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러

한 요인들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 리츠에서도 부담

가능주택의 투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IMCO의 사례는 영리 

기반의 민간사업자도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및 운영

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은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판단

된다.

3)  비영리 조직의 부담가능주택 투자 사례: 

Breaking Ground

앞서 살펴본 바와 갗이, 리츠와 함께 민간의 비영

리 투자조직 역시 부담가능주택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 조직에는 지역개발법인, 주택

협동조합, 주거신탁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은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영리 조직인 주택협동조합의 사례분석을 통

해, 영리 기반의 리츠와의 자산운영 방식의 차이점

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욕을 중심

으로 활동하는 주택협동조합인 Breaking Ground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Breaking Ground는 뉴욕 맨해튼에 본사를 둔 비

영리 주택협동조합으로, 주로 홈리스, 고령자, 저

소득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부담가능주택을 투자·

운영을 목적으로 1990년에 설립되었다. Breaking 

Ground는 주요 출자자 없이, 다수의 기관투자자 및 

개인의 기부형 출자를 통해 운영되는 조합형 비영리 

조직이다. 따라서 Breaking Ground는 이들의 기부

금과 LHITC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세액공제증서

를 근거로 비영리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Breaking Ground는 홈리스를 위한 영구 임대주택

과 이들의 자활을 돕는 일시적인 임대주택을 모두 운

영하고 있는데, 홈리스를 위한 단지 주거시설의 운

영뿐만 아니라, 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등 총체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는 Breaking Ground의 자산 포트폴리오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Breaking Ground는 2017년 

말 현재 뉴욕과 코네티컷 주를 중심으로 3,817실의 

부담가능주택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평균 임대호

수는 136호로, AIMCO의 경우와 유사하다. 

특이한 사실은 Breaking Ground의 경우 자산 운

표 5. Breaking Ground의 자산 포트폴리오 현황

구분 단지 수 임대 호수 평균 임대호수

단기 체류주택 3 299 100

영구 임대주택 25 3,518 140

계 28 3,817 136

주: 2017년 12월말 기준.

자료: Breaking Ground 웹사이트의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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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영구 임대주택과 단기 체류주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Breaking Ground의 경우 

홈리스의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

기 때문에, 홈리스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고 정착

하기까지의 자활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주거시설로

서 단기 체류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 체

류주택 거주자들은 자활 기간이 끝나면, 영구 임대

주택으로 이전하든지, 다른 주거로 이동하는 선택

을 할 수 있다. 단기 체류주택은 총 임대호수가 299

호 정도이고, 단지 당 평균 임대호수도 100호로 나타

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reaking Ground는 궁극적으로 홈리스, 고령자, 

에이즈 환자, 저소득층 등이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돕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담

가능주택의 운영을 통한 주거시설의 제공뿐만 아니

라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 프로그램에는 의료 서비스, 심리 상담 서비스, 

취업 알선, 독립을 위한 기술지도, 원조 등이 포함된

다. 따라서 Breaking Ground는 주택협동조합이지

만, 부담가능주택을 매개로 사회적 약자들이 독자

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자활 서비

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Breaking Ground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주거약자 

또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를 포함한 총제적 자활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벤치마

킹할 수 있는 사례라 판단된다.

5. 정책적 시사점: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 방안

1)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 방안

지금까지 미국에서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주거복지를 확충한 경우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

하여, 다양한 민간주체들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다양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어서, 부담가능주택의 공

급에 자본시장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았다. 

특히, LHITC 프로그램과 같이, 잘 설계된 인센티브 

그림 4. Breaking Ground의 부담가능주택 사례

주:  Breaking Ground의 부담가능주택인 The Times Square 사례다. 지가가 가장 비싼 뉴욕 타임스 스퀘어 인근에 부담가

능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Beaking Ground가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의 고려 없이 뉴욕 도심의 홈

리스를 주 대상으로 하는 부담가능주택의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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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이를 가능케 한 요소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현재 한국형 리츠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다수의 리츠들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상의 부동산펀드, 「신탁업법 시행령」 상의 부동

산투자신탁 등 넓은 의미에서 리츠로 간주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제도들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담

가능주택 투자와 관련해서는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리츠를 활용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리츠 등 공공부문에서 자발적으로 부담가

능주택형 리츠를 설립,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활용 가능

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국내 주거복지 정책에서 리츠를 활용할 경우, 현

재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의 공공 임

대주택만이 아닌 청년층, 사회초년층, 고령자, 저자

산 중간소득층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층상승 욕구가 높

은 중간소득층이나 청년층들의 주거복지는 사각지

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부담

가능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

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이에 국내에서 부담가능

주택 리츠를 통해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에 자본시장

을 활용하는 모델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델은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

델이다. 앞서 살펴본 CDT의 사례와 같이, 부담가능

주택의 확충이라는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공부

문이 설립한 리츠를 말한다. <그림 5>는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공공주도형 리츠를 설립, 출자, 운영하는 공공기

관은 임대주택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LH공사, SH공사 등의 공기업

이 유력한 대안이다. LH공사의 경우, 뉴스테이, 행

복주택, 미분양주택 등을 대상으로 리츠를 설립, 운

영한 경험이 풍부하고, SH공사의 경우, 서울리츠의 

설립을 추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도형 리

츠의 가장 유력한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주도형 리츠의 출자는 스폰서 공공기관 외에

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이 컨

소시엄으로 협조출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과

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자본시

장을 활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담가능주택을 

그림 5.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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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미국의 LHITC 프로그램과 같

이 장기적으로 현금흐름의 발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이 인센티브를 유통할 수 있다면, 자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리츠가 자

산관리하는 부담가능주택은 임차인에게 시장가격 

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따라서 부

담가능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

편이든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이다.

공공이 제공하는 장기 인센티브에는 LHITC 프로

그램과 같이, 세액공제가 될 수도 있고, 보조금, 토지 

이용권,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권리를 리츠 사업자가 유통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

에서 이러한 권리를 증권화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리츠 사업자는 이 자금을 부

담가능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에서는 자산유동화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만큼, 이 

권리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를 발행할 수 있다. 

한편, 부담가능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공

공주도형 리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자

체 등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리츠에 

제공하는 토지임대부 리츠 구조가 있다. 토지임대

부 리츠 구조를 활용할 경우, 리츠 사업자는 부담가

능주택의 공급을 위해 건설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

에, 그 만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

겠다. 토지임대부 리츠 모형은 이미 LH공사나 SH공

사 등에서 사업화 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거복

지 확충을 위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 하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모델은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

델이다. 이는 미국의 AIMCO 사례와 같이, 영리 기

반으로 움직이는 민간사업자가 공익 목적의 부담가

능주택을 공급,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리츠를 말한

다. <그림 6>은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

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민간주도형 리츠의 경우, 민간자금을 활용하기 때

문에, 리츠의 설립 및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자본시

장을 활용하게 된다. 즉, 리츠 설립을 위해 민간주도

의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리츠 설

그림 6.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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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주도하는 스폰서인 전략적 투자자를 주축으로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 모집도 가능하다. 다

만, 국내에서는 미국과 같은 임대주택의 투자, 자산

관리 노하우가 풍부한 부동산 기관투자자가 부족하

기 때문에, 부담가능주택 공급에 기관투자자를 끌어

들이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민간주도형 리츠 모델에서는 영리 기반의 

민간사업자가 공익 목적의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

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주도하지만, 어

느 정도의 공공의 지원과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담가능주택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

간주도형 리츠의 경우도 공공주도형 리츠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미국의 LHITC 프로그램과 같이 장기적으로 현금흐

름의 발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자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

간주도형 리츠에서의 자본시장의 활용 방안은 투자

자 모집과정에서 활용 방안과 인센티브의 증권화 과

정에서의 활용 방안이 있다. 그만큼, 부담가능주택

의 공급과 자본시장의 활용은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

지게 되는 것이다.

2) 정책적 개선 방안

지금까지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 방

안을 살펴보았다. 부담가능주택 공급정책은 공공 임

대주택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을 다양화하고, 청년층, 저자산 중간소득층 등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로,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공식적 정의와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지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주거기준만 

있지, 부담가능지표에 대한 정책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HUD에

서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공식적 정의를 내리고 있으

며, 이를 기준으로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

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담가능주택의 임

대료 수준을 지역 시장가격의 80%를 상한으로 하

는 등의 임대료 기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담가

능주택의 공급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

담가능주택에 대한 공식적 정의, 부담가능성 지표의 

개발, 부담가능 임대료의 기준 등에 명확하게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에 자본시장을 활용

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LHITC 프로그램

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은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에 민

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외에도 호주의 NRSH 제도, 영국의 AHP 등 각국

은 부담가능주택 공급에 자본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

서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LHITC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 제도도 있고, 각종 보조금, 기금, 개발권 양

도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활용 방안도 있을 것이

다. 또한, LHITC 프로그램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세액공제증서를 유통 가능하게 한 점이다. 이를 통

해 사업자는 세액공제증서를 자본시장에 유통함으

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

브 체계의 도입과 함께, 인센티브의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활용 방안도 아울러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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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민간-

지역개발조직 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

공 임대주택의 공급과 달리,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에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고, 여기에 어떤 방법으

로든 공공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문제의 

경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민간-지역개발조직이 협력

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미

국의 CDT의 사례에서도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에 정

부-민간-지역개발조직이 적절한 거버넌스를 가지

고 협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reaking 

Ground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부담가능주택의 공

급만이 아니라, 지역개발조직을 활용하여 임차인의 

자활을 돕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정부-민간-지역개

발조직 협력 모델을 가동할 만하다.

넷째로, 부담가능주택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

한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Breaking Ground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담

가능주택을 투자·운영하는 비영리 기관들은 단순히 

주택의 투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의료, 상담, 취업 알선, 기술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주거의 문제가 단순한 주

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활동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문제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거복

지라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부담가능주택의 운영 시 이러한 프로

그램의 활용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다섯째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

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참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미국에는 임대주택의 투자 및 운영 노하우가 풍

부한 부동산 기관투자자들이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설립에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기관투자자가 사실상 부족하다. 이들 기관투자자들

은 단순히 부담가능주택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지

속적으로 임대주택의 운영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와 자산관리에 능한 기관투자자가 필요한 것이

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주도의 기업형 임대

주택이 거의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담가능주

택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발굴될 수 있도

록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편의 하나로, 국내 대기업 그룹을 부담

가능주택의 기관투자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기업 그룹의 경우, 계열사로 

건설회사와 부동산관리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

은 만큼, 공신력 있는 이들 그룹을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자로 유도하는 방

안이다. 예를 들면, LHITC 프로그램과 같은 세액공

제 혜택을 부담가능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 

혜택을 계열사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러

한 세제 혜택이 대기업 그룹이 부담가능주택 공급에 

들어오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의 비영리 지역개발조직과 지역개발금

융기관(CDFI)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강구가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지역재투

자법」의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주거복지를 위한 

투·융자 및 금융서비스 활동을 유도 또는 강제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부담가능주택의 투자 및 융자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

인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역재투자법」

에 준하는 입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의무를 유

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원석, 2013). 또한, 비영리 지역개발조직들이 비

영리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

록 규제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

부의 택지 및 자금 지원과 동시 이들의 경영적 건전

성을 검증하는 방안들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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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미국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사례를 중

심으로,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

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에서는 최근 들어 주거복지 정책의 기조를 민간사업

자를 통한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한 LHITC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하에서 부담

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이 적극 이루

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부

담가능주택의 공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부담가능주택 리츠를 통한 자본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과 

민간주도형 부담가능주택 리츠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부담가능주택 리츠의 자본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여

기에는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공식적 정의와 기준의 

마련,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에 자본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의 마련,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민간-지역개발조직 협력 모델의 

마련,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참여 방안 강구 등이 있다.

주거복지의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

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주거의 

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층, 저자산 중간계층 등 폭넓은 계층에서 고통을 당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벤칭마킹하여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좀 더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의 현실을 좀더 면

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더 심도 깊은 연구로 진전되

어야 할 것이다. 

주

1)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박원석(2013)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2)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저소득층 또는 주거 취약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이를 청년층, 신혼부부, 저자산 중산

층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주체도 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affordable housing은 부담가능주택, 저렴주택, 지불가능

주택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부담

가능주택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4) 이하, LHITC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5) 이하, 부담가능주택 리츠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6) 여기에는 임대료, 유지관리비, 보험료, 세금 등을 포함한다.

7) 「지역재투자법」은 1977년 낙후지역의 투·융자 및 금융서

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1995년 지역의 저

소득층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기관들의 금융서비스를 의

무화함으로써, 강력한 주거복지 정책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즉, 금융기관들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

융자 및 금융서비스 활동내용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감

독기관은 그 결과를 금융기관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금융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실제

로 그 결과로 금융기관들은 실적을 맞추기 위해 비영리 성격

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지역금융을 제

공함으로써 부담가능주택 공급에 일조하고 있다(박원석, 

2013).

8)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진미윤·김수현(2017), 박은철 외

(2016), 이동훈·박은철(2012), 김현아·서정렬(2017), 이재

춘(2016), 진현환(2013), 박원석(2013), Blessing and Gil-

mour(2011), HUD 웹사이트, LISC 웹사이트 및 인터뷰 내

용 등을 참조하였다.

9) 연방정부는 현재 의무 임대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

한 바 있다.

10) 지역개발법인(CDC)은 지역에 분산된 저소득층 주거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개발법인의 주주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공사, 비영리법인, 그리고 지역주민

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개발법인은 주로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부담가능주택 공급하는 부동산개발, 임대주택 운

영을 기술지원 및 운영지원, 저리융자 등의 역할을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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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개발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Abyssinian Development 

Corporation을 들 수 있다.

11) 미국에는 저소득층, 홈리스 등을 대상으로 부담가능주택을 

공급, 운영하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주택협동조합들도 많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주택협동조합 역시 LHITC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에 나서고 있다. 주택협동

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Breaking Ground가 있다.

12) 주거신탁 또는 공동체신탁은 지역의 비영리단체, 투자자

가 협력하여, 낙후된 주택을 매입, 개량, 재건축하여, 저렴하

게 임대하고,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이나 기술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신탁형 비영리 조직 역시 

LHIT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에 나서

고 있다. 주거신탁의 대표적인 예로 NCST(National Com-

munity Stabilization Trust)의 사례를 들 수 있다. NCST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한 주

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중-저소

득층 주민들이 주택 소유권을 되찾거나 안정적으로 주택임

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담가능주택에 투·융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박원석, 2013).

13) CDT의 사례에 대한 내용을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도 확

인했지만, 선행연구인 박원석(2013)도 참고하였다. CDT의 

투자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원석(2013)의 연구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4) 이는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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