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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
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
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
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
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
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
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
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
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
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
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한국당)는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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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강훈식(충남 아산)
김철민(경기 안산)
윤관석(인천 남동)
이규희(충남 천안)
임종성(경기 광주)

이헌승
(위원장/부산 부산진)

박덕흠(충북 보은)
이은권(대전 중구)
함진규(경기 시흥)

이혜훈(서울 서초)

  

첨부.2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현황> (호, 2019.5.1일 기준)

시도　
건립 현항　 임대주택 형태　

분양전환　
구역수　 가구수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미확정　

계    274   69,344   69,344   67,229  2,024     91       - 

서울     217    64,037    64,037    64,037 　 　     

부산      33     2,479     2,479     1,376   1,103         

대구         　 　 　         

인천       3      330      330       330 　     　

광주       6      445      445 　     445 　 　

대전       4     264     264 　     264         

울산         　 　 　         

경기       5     1,385     1,385     1,385 　         

강원         　 　 　         

충북         　 　 　         

충남       2        89        89        55      34 　     

전북       1        70        70 　      70 　     

전남         　 　 　         

세종         　 　 　         

경북         　 　 　         

경남       3      245      245        46     108      91     

제주         　 　 　         

[출처] 국회 정동영의원실 자료 제공_국토부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