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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공 ․ 토공의 선진화 추진 배경
◦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 함)와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이라 함)는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기에 주택과 개
발토지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지가안정
등에 큰 기여를 해 왔음
- 주공은 1962년 창립 이후 195만호의 주택을 건설‧공급하
여 국민 주거안정의 기반을 마련
- 2007년까지 토공은 면적기준으로 586.3㎢, 금액기준 111조
5,445억원 토지를 개발하여 안정적 토지공급과 지가안정
에 기여
◦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양 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기 시작하였음
- WTO 체제의 출범, FTA 체결 등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이 제한을 받는 추세
- 지방화가 본격화되면서 지자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중앙정
부의 권한이 점진적으로 지자체로 분산
- 인구‧가구의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
서 주택 및 개발토지에 대한 수요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
- 과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
환되면서 주택‧토지분야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
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복지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는 의견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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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주공과 토공은 조직규모의 확대, 중복기능의
발생, 비효율적 국토이용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함
- 1998년에 발표된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기획예
산위, ‘98. 8. 4)1)에 의거하여 양 공사는 상당한 내부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으나,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조
직규모 및 업무영역을 확대
- 2001년 주공은 4본부 20처․실, 토공은 4본부 19처․실에
서 2007년에는 주공 6본부 42처․실, 토공 6이사 29처․
실로 확대
- 정원기준으로 양 공사의 직원은 2001년 주공 3,076명, 토
공 1,820명에서 2007년 말에는 주공 4,385명, 토공 2,982
명으로 증가
- 양 공사는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국가균형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복기능이 발생
- 정부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양 공사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도 급격하게 팽창하여 1999년
양 공사의 총 자산은 주공 14조원, 토공 15조원 수준이었
으나, 2007년에는 주공 51조원, 토공 33조원 수준으로 증가
- 또한 경쟁적 개발과정에서 국토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양 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인
식하여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주공‧토공
선진화 방안’을 추진함
1) 재정경제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위원회,『2차 공
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기획예산위원회 공보관실, 199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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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이번 공개토론회는 토지․주택분야 전문가,
양 공사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토의를 통
하여 양 공사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주공‧토공의 선진화 추진 경위
1. 과거 주공‧토공 통합 추진 경과
◦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기획예산위, ’98. 8. 4)에
의하면, 토공과 주공의 상호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2001년까지 통합하기로 결정
◦ 2001년부터 양 공사의 합리적 통합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건교부차관, 정
부·양 공사·전문가 참여) 구성(2001.5)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01.10)
하였으나, 일부 노조의 반대와 의원들의 신중한 입장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 2003. 4월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2003.4.5)에서 국회 계
류 중인 통합법안을 논의하고, 통합문제에 대해 정부가 조
속히 입장을 정리하기로 결정
◦ 정부·양 공사·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5)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표 1>과
같이 기능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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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능조정 및 특화 내용
주공

토공

․공공주택 건설․공급․관리, 도시 ․산업단지개발, 토지수급관리, 토지
정비사업, 불량주거지 정비 등 주력
정보화사업, 대북사업 등 주력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국민 ․신행정수도, 경제특구, 지역균형
임대주택 건설․공급․관리
개발사업, 개성공단 등 개발
․100만㎡(약 30만평) 이하 택지개발 ․100만㎡(약 30만평) 이상 택지개발
※단, 정부정책상 필요한 경우
100만㎡ 이상 허용

※단, 정부정책상 필요한 경우
100만㎡ 이하 허용

주 : 2003년 통합추진위원회의 기능조정 안

◦ 2006년 11월 대지임대부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대한토지
주택공사법(안)」을 발의(홍준표 의원, 2006.11.21)
◦ 통합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2007.6.20)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2007.6.21)에서 찬반 토론
◦ 2008년 5월 29일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통합법안 폐지

2. 금번 양 공사 선진화 추진 경위
◦ 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이 국정과제의 하나
로 채택되었고, 그에 맞추어 주공과 토공의 선진화 방안
마련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
◦ 국토해양부는 2008년 7월 25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 특별
위원회’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
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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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가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통폐합 추진
-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
우는 기능 재조정
-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
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Ⅲ. 주공‧토공의 기능과 업무수행 실적

1. 주공과 토공의 기능
◦ 주공은 공공임대주택과 서민용 공공분양주택 건설 및 공
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주요기능으로는 주택건설․개량․분양․임대주택 건설․
관리, 택지 및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 혁신도시 및 기업
도시, 다가구 매입임대 등 주거복지사업 등이 있음
◦ 토공은 대량의 주택공급용 택지개발과 산업적 측면의 산
업․유통단지 공급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주요기능으로는 각종 단지조성(주거, 산업, 물류 등), 택지
및 도시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비축 및 지가조사, 혁
신도시․행복도시 개발, 개성공단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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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공과 토공의 주요 기능
주공

토공

․주택건설․개량․분양

․각종 단지조성(주거, 산업, 물류 등)

․임대주택 건설․관리

․택지 및 도시개발

․택지 및 도시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토지비축 및 지가조사

․혁신도시․기업도시 개발

․행복도시․혁신도시 개발

․다가구 매입임대 등 주거복지사업 ․개성공단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2. 주공과 토공의 업무수행 실적
□ 주공의 업무수행 실적
◦ 주공은 2000년 이후 정부의 주거복지강화정책과 주택시장
안정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임
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2007년까지 주공은 총 194만 8,196호를 공급하였으며, 주
택건설실적은 2001년 6만 1,079호, 2007년 16만 4,665호를
공급하여 2000년 이후 공급실적이 크게 증가
-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총 공급 호수의 92% 수준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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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공공분양주택 총 공급 호수 중에서 주공이
공급하는 비중과 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45,922호, 비율로는 88.1%의 공급을 담당
<표 3> 연도별 공공분양주택2) 건설현황(사업승인기준)
(단위: 호)

구분
주공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007

3,192 14,088 13,055 16,648 21,721 28,529 45,922 139,963
(12.6%) (37.9%) (37.8%) (59.7%) (53.6%) (65.3%) (88.1%) (50.7%)

총공급량 25,370

37,144

34,517

27,874

40,507

43,654

52,127 261,193

-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호수는 2005년까지 건설호수의 1% 미
만이었으나, 2006년 6.0%, 2007년 5.8%로 최근 급격히 증가
<표 4>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현황
(단위: 호)

구분

2000

주공
전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76

1,035

987

1,086

426

657

10,229

12,006

26,702

(0.3%)

(1.2%)

(0.8%)

(0.8%)

(0.4%)

(0.5%)

(6.0%)

(5.8%)

(2.5%)

93,982

84,646 126,251 137,754 112,506 127,288 170,487 208,405 1,061,319

주 : 전체호수는 주공, 지자체, 민간 등이 공급한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을
총괄한 수치임

◦ 주공의 택지공급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 총 155.7㎢
의 택지를 공급하였으며, 최근 들어 공급비중이 증가
- 2001년에 4.5㎢로 공공택지의 15.9%, 2007년은 18.6㎢로
28.5%를 공급하여 택지공급실적이 증가

2) 부족한 주택재고 확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촉진을 위하여 주공, 지자
체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거나,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
하의 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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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의 업무수행 실적
◦ 토공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
관으로 택지, 산업용지 등의 조성․공급과 토지비축, 행정
중심복합도시 개발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2007년까지 토공은 택지, 산업용지, 유통단지, 비축토지 등
토지를 면적기준으로는 총 586.3㎢, 금액기준으로는 111조
5,445억원 공급
- 공급토지 중 택지는 275.9㎢로 토공 총 사업실적의 47.1%
를 차지
- 산업단지는 158.8㎢를 공급하여 토공 총 사업실적의 27.1%
를 차지하였으며, 기업토지는 12.7㎢로 2.2%, 재개발․유통
용지는 1.4㎢를 공급
- 비축토지는 총 137.4㎢를 비축하여 토공의 총 사업실적의
23.4%를 차지하였음
<표 5> 토공의 총 사업실적
(단위: 천㎡)

구분

택지

공급면적

275,852

산업단지 재개발·유통 비축토지
158,808

1,445

137,416

기업토지

계

12,737

586,258

주 : 산업단지는 경제자유구역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면적임
자료 : 토지공사 홈페이지

◦ 토공의 택지공급실적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14㎢로 공
공택지의 49.9%, 2007년 35.5㎢로 53.3%를 공급하여 공급
면적은 크게 늘고 비중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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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공사의 중복기능 실태
□ 중복내용 및 사례
◦ 양 공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많은 부분
에서 업무가 중복되고 있음
- 현재는 주공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관리와 주거환경개선
사업, 토공의 토지비축․관리 및 개성공단․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업무가 중복
<표 6> 주공과 토공의 업무중복 내용
업무영역

중복내용
•택지․신도시 개발사업

도시개발

•국가균형개발사업(혁신도시)
•복합단지개발사업3)(공공-민간 공동 PF사업)

지역개발
산업개발

•지역종합개발사업4)
•산업단지개발사업(지자체 협력 등을 이유로 주공참여)
•물류단지개발사업(지자체 협력 등을 이유로 주공참여)

도시재생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도시환경정비사업
(토공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참여)

주택건설

•분양주택 건설 및 공급(토공 : 한국토지신탁 통해 사업진행)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토공 :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진출)

3) 복합단지개발사업은 대규모 부지에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위락 등의 시설을 통합, 연계하여 유기
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광명역세권지구(주공), 성남판교복합단지(토공) 등의 사업이 있음
4) 단일목적의 개발사업방식과 달리 지자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도시정비 및 지역발전계획 등을 공
동수립하여 주거ㆍ산업ㆍ유통 및 지역현안의 각종 개발사업을 광역적ㆍ포괄적으로 연계 시행함으
로써 지역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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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공사의 중복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택지개발에 있어 국토해양부는 개발면적 100만㎡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양 공사는 일부사업을 개발면적에 관계없이 진행
※ 주공은 파주운정지구 등 23개 지구를 100만㎡ 이상으
로 개발, 토공은 사천용현지구 등 4개 지구를 100만㎡
이하로 개발
- 주공은 전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강릉종합유통단지조성
사업 등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 토공은 비축용 임대주택건설사업, 서울 행당지구 도시재
정비사업 등 임대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
- 2007년 12월 기준으로 주체별 광역재정비촉진사업 총괄사
업관리자 지정지구수를 살펴보면 주공이 11개소, 토공이
6개소로 나타남
- 복합단지개발 PF사업에서는 토공이 총 7건, 주공이 총 2
건의 사업을 수행
◦ 특히 주거용 택지개발부문에서의 업무중복이 증가하는 추세
- 택지개발부문은 2000년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공 6.7%, 토공 76.0%였으나,
- 2007년에는 주공은 매출액의 31%, 매출이익의 65%를 차
지하고 있으며, 토공은 각각 8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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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가능성 전망
◦ 앞으로도 주공과 토공의 업무중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
- 이제까지 양 공사가 큰 역할을 해 왔던 신도시개발사업이
주택보급률의 증가, 인구․가구증가율의 감소, 대도시권의
과도한 확장 등으로 한계에 도달하면서 도시개발 및 정비
부분에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업무중복성이 확대될 것으
로 예상
- 이에 따라 양 공사는 미래 전략에서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핵심사항으로 동일하게 언급
- 또한 혁신도시사업, 택지 및 신도시개발 등에 양 공사 모
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남
<표 7> 주공과 토공의 장래비전과 전략에서의 중복성
구분

주공

토공

비전

세계 최고의 주택도시 전문기업

세계 최고의 토지서비스 기업

전략

•주거복지사업 강화

•행복․혁신도시 지속 수행

•기업․혁신도시 지속 수행

•택지․신도시개발 지속적 수행

•다양한 주거단지․신도시 개발 지속 •토지비축사업 확대
•도시재생사업 확대

•도시재생사업 확대

•임대자산관리 고도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지

•U-CITY 사업 확대

•남북경협 및 해외개발 사업 확대

자료 : 주공 ‘Vision 2015 중장기경영전략’, 토공 ‘Vision 2020 중장기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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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 공사의 조직 및 재무현황
1. 조직 및 인력 현황
◦ 주공은 2001년 4본부 20처․실에서 2007년 6본부 42처․
실로 확대
- 주공은 2001년 4본부, 주택연구소, 20처․실, 2지역본부,
10지사 체계이었으나,
- 2007년 현재 6본부, 주택도시연구원, 2부문, 42처․실, 12
지역본부, 3신도시사업본부 체계로 운영
≪대한주택공사 현행 조직도≫

※ 자회사 : 주택관리공단(주공 지분 100%)
자료: 주공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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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사업본부, 도시재생사업본부, 환경에너지실 등 업
무영역 확대로 인한 신규 조직 신설
- 분양 및 임대주택, 택지 등의 업무 조직이 보다 확대․세분화
◦ 토공은 2001년 4본부 19처․실에서 2007년 6이사 29처․
실로 확대
- 토공은 2001년 4본부, 토지연구원, 19처․실, 12지사 체계
이었으나,
- 2007년 현재 6이사, 1본부, 국토도시연구원, 29처․실, 12
지역본부, 6지사․사업단 체계로 운영
- 경제협력사업, 신도시사업 조직이 세분화되어 확대․재편
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조직 등이 신설
≪한국토지공사 현행 조직도≫

※ 자회사 : 한국토지신탁(토공 지분 39.6%)
자료: 토공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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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공사의 조직 확대와 더불어 정원도 크게 증가
- 2001년 주공의 정원은 3,076명이었으나, 2007년 현재
4,385명으로 1,309명 증가(43%)
- 2001년 토공의 정원은 1,820명이었으나, 2007년 현재
2,982명으로 1,162명 증가(64%)

2. 재무현황
□ 사업 및 매출구조
◦ 주공의 주사업 영역은 소형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
택 등 주택 건설과 자체사용 목적의 주거용 택지개발이
며, 설립 이래 공급주택의 약 53%(호수 기준)를 임대주택
으로 공급
- 주공은 주택 및 택지분양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
나,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사업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손
실 발생
◦ 토공의 주사업 영역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 토지비축
등이 있음
- 토공은 주거용 택지개발이 매출액과 매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85%), 산업단지나 토지비축 부분에서의
매출액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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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양 공사의 사업·매출현황(2007년)
(단위 : 억원)

구분
매출액
(비중)

주공
분양주택 분양택지 임대주택

40,376 19,766
(63.3%) (31%)

매출이익 4,390
(비중)
(44%)

6,672
(66%)

3,573
(5.6%)

토공
기타

택지개발 산업단지 토지비축

기타

145
57,631 7,533
2,073
(0.2%) (84.7%) (11.1%) (3.0%)

828
(1.2%)

-1,203
-11
16,046 2,596
160
(-12%) (-0.1%) (84.9%) (13.7%) (0.8%)

94
(0.5%)

자료 : 각 공사 결산서 재작성

□ 자산 및 재무구조
◦ 총자산은 2001년 주공 14조원, 토공 15조원 수준에서 2007
년 각각 51조원, 33조원 수준으로 크게 높아짐
- 이는 주공의 경우 분양택지 및 국민임대주택, 토공의 경
우 혁신․행복도시 보유토지 증가 등에 기인
- 주공은 총 자산의 47%(23.9조원)가 고정자산(임대주택)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동자산(건설 중인 주택․택지)이
37%(18.8조원)를 차지하여 자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토공은 총 자산의 95%(31.8조원)가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자산의 88%(29.4조원)가 토지로 단일화된 재고자산
◦ 2007년 양 공사의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이나, 당기순이익
은 토공이 주공에 비해 약 1.73배 높음
- 주공의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요인은 저소득층
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 토공의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인은 토지수용
력에 근거하여 토지를 전․답 또는 임야 상태에서 상대적
으로 저가로 취득한 후 택지를 개발․공급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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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양 공사의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주공

토공

구분
2001년

2007년

2001년

2007년

자산

143,743

510,429

147,354

333,399

자본

50,730

111,693

31,395

63,046

부채

93,013

398,736

115,960

270,353

부채비율

183%

357%

369%

429%

매 출

32,746

63,741

35,352

68,063

당기 순이익

-3,275

5,601

1,087

9,692

자료 : 각 공사 결산서 재작성

◦ 2007년 현재 주공의 경우 정부지원액이 수입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토공은 정부지원액이 2005년 이후
전무
- 주공의 경우 매년 약 1조원의 정부출자금, 정부보조금 등
정부지원을 받고 있음
- 반면, 토공의 경우 2004년까지 정부출자금 형태로 100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2005년부터 정부지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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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공‧토공의 선진화 방안

1. 선진화의 기본방향
◦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
- 중대형 분양주택, 일부 개발사업 등 민간부문이 효율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것
은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부적합
- 따라서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기능 및 조직을
재정립
- 업무의 성격상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부문에 이양
◦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 양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산업단지 개발 및 공공주
택 건설은 공기업 성격상 경쟁논리가 아닌 계획논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나 현재는 지나치게 경쟁적으
로 추진됨
- 예컨대 양 공사가 상호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특정
지역(개발가능지역)을 주공이 먼저 확보하는 경우 산업‧
유통단지로서의 적지가 주택단지로 결정될 수 있고, 토공
이 먼저 확보하는 경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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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물적 자원 낭비 방지
- 양 공사는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국가균형개발사
업, 임대주택사업 등에서 중복기능을 수행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
- 양 공사의 중복기능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
◦ 토지‧주택분야 공적업무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양 공사가 경쟁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토
지․주택분야의 공적업무 수행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려움
- 따라서 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일원화로 시너지 효과가 극
대화될 수 있도록 유도
◦ 재무구조의 개선
- 양 공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자산, 부채 등 재무지표
가 급격히 팽창
- 양 공사 전체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판단하여 공사의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
◦ 이 외에도 기 추진되고 있는 국가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조직 갈등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주공․토공의 선진화 방안은 기관의 공공성, 국토자원 이
용의 효율성,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시너지 효
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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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공사의 선진화 방안
1) 양 공사의 통합
□ 주요 내용
◦ 양 공사를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임
◦ 통합은 일반적인 통합절차에 따라 실행(21쪽 참조)
◦ 통합공사의 기능 및 조직 재정립
- 중대형 분양주택사업과 같이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은 폐
지하고 택지개발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
◦ 통합공사의 기능과 조직에 맞는 인적‧물적 구조조정이 필요
□ 통합 주장의 논거
◦ 그간 양 공사 통합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
- 무분별한 경쟁적 개발 대신 양 공사가 확보한 용지를 최적
의 용도로 개발함으로써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
◦ 양 기관의 기능중복 해소
-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임대주택사업 등 많은 부분
에서 중복되고 있는 업무를 해소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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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체계를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택지취득-택지개발-공공주택공급 과정의 일원화로 시너지
효과 증대
◦ 토지‧주택부문 공적기관의 총괄적 재무구조 개선
- 양 공사를 통합하여 경쟁요인이 없어지면 사업확장 유인
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자산, 부채 등 재무지표 안정
-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거복지에 집중 재투자함으
로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부담 완화
※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 등을 보전하기 위
하여 정부는 현재 연간 1조원 수준의 재정을 주공에 지원
※ 토공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상당 수준의 이익을 실현
(2007년 당기순이익 9,692억원)
◦ 공기업 개혁의 상징적 의미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임과 동시에, 중복기능 발생,
규모 팽창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양 공사를 통합
하는 것은 공기업 개혁의 상징적 의미
□ 제기되는 과제
◦ 일부에서는 통합시 과다 채무로 인한 재무적 동반 부실
가능성을 제기
- 통합시 총자산 84조원, 부채 67조원의 거대 공사가 탄생
하여 재무위험이 증가
- 장기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은 1.0 수준으로 하락하여 정부지
원이 없이는 정상적 경영활동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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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전망(2012년
기준)에 대해 주공은 2.08, 토공은 0.97로 추정
◦ 당초 지방이전계획(주공 : 진주, 토공 : 전주)의 차질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 우려
◦ 조직갈등에 따른 비효율성과 통합비용 발생
- 양 공사의 문화가 상이하여 통합시 조직갈등이 예상되고,
통합 반대측 직원 및 노조의 반발 가능성
- 상이한 직급, 급여 조정, 기업이미지 및 로고 통합, 각종
지원업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통합비용 발생
□ 통합 추진절차 및 방법
◦ 정부의 통합방침 발표
◦ 통합추진위원회(가칭)의 구성
- 통합의 기본방향 제시
- 통합기관의 기능 및 조직체계 정립
- 통합법을 포함한 관련법 제정 및 정비 등
◦ 통합법에 따라 설립위원회 구성
- 정관 및 내규의 작성
- 세부조직 편성과 인적‧물적 구조조정 등
◦ 통합 후에는 경영진을 포함하여 전사적(全社的) 차원에서
조직 효율화 및 융화를 위한 작업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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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조정 후 존치
□ 주요 내용
◦ 양 공사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직 및 인적 구조조정을
거친 후 양 공사를 별도로 존치하는 방안임
- 양 공사의 설립목적이 상이한 만큼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
실하도록 기능을 재정립하여 존치
◦ 공적기능을 중심으로 양 공사의 기능을 재정립
-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에 이양
- 주공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장
실패의 보완자로서 역량 강화
- 토공은 토지를 매입․관리․개발하는 공급자로서 토지시
장 조절기능을 강화
◦ 중복기능의 조정
-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국가균형개발사업, 임대주택
사업 등 중복기능은 양 공사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
◦ 조직 및 인적 구조조정 단행
- 조정된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조직 및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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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치 주장의 논거
◦ 그간 양 공사 별도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양 공사의 설립목적이 상이함
- 주공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토공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국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등 양 기관 설립목
적이 상이
◦ 임대 산단(33㎢), Land Bank(10조) 등 국가의 신성장정책
추진을 위해 토공의 개발이익 활용 필요
- 토공의 개발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바, 광
역 SOC투자, 지역균형개발 재원으로 재투자할 필요가 있음
◦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에 따른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음
- 현재 주공 소요택지는 대부분 주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
공개발 주거용 택지의 11%('00～'07)만이 주공에 공급
- 택지개발(토목)과 주택건설(건축)은 공정상 선후관계로 동시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일원화하더라도 공기단축 효과가 미미
◦ 택지개발, 주택건설 분업화․전문화를 통해 건설․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 분산 및 공동 부실 방지
- 주공은 서민주거안정, 토공은 토지 효율적 이용 및 국토경
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등 양 기관의 설립목적 상이
-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한 중복기능은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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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계획 등을 감안할 때,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음
- 당초 지방이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음
□ 제기되는 과제
◦ 국토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계
- 개발가능지역에 대해 선계획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적소에
적합한 기능을 배치하는데 한계
◦ 택지개발사업 중복기능의 존재로 시너지 효과 창출의 한계
- 양 공사를 별도로 존치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중
복기능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택지취득-택지개발-공공주택공급 과정의 일원
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창출에 한계
◦ 총괄적 재무구조 개선에 한계
- 공적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할 경우 주공의 재무구조
가 악화되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없이는 독자생존이 곤란
- 교차보조(cross-subsidy)를 위해 주공에 분양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허용하는 경우 공공성을 저해하고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 사업영역의 확장과 재무구조 비대화 가능성
- 양 공사의 기능을 조정하여 존치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또다시 경쟁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 이 경우 자산, 부채 등의 재무지표가 더욱 비대화되어 현
재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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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추진절차 및 방법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양 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제시
◦ 가이드라인에 따라 양 공사는 각각 경영혁신계획 제출
◦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경영혁신계획을 평가 및 조정
◦ 양 공사는 추진위에서 조정한 계획에 따라 업무조직 및
인적 구조조정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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