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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금융의 혁신과 변화, 그리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볼‘제6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 초청합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그간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발전을 이끌었

습니다. 올해는 그 논의의 폭을 더욱 넓히고자 합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주택과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거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과 금융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또한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주택도시금융 기술의 

해외 수출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주택금융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번 포럼에 꼭 참석하여 국내외 주택도시금융의 변화와 발전 흐름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혁신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We are pleased to invite you to the 6th International Forum on Housing and Urban Financ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os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rganized by Korea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HUG) and Housing 

Finance Foundation. 

Since its inception in 2013, the forum has responded to changes in global housing and urban environment

preemptively. From this year, the forum will expand its scope and cover housing and urban issues 

affecting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aim of delivering ideal solutions to the issues. 

Interest on social housing and cooperative housing is growing around the world. Adapting to this trend, 

the Government of Korea is enacting policies to reinvent its housingsupply system and housing support

measures. Internationally, Korea is exporting its financing model and technologies to Kazakhstan as part

of its broader efforts to share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and technologies with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diverse cooperative programs. 

Attended by renowned academics and experts from inside and outside Korea, the forum will provide a venue 

for in-depth conversation on diverse topics related to housing and urban finance such as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housing and urban finance and development of a platform for sharing housing and urban 

finance technologies. 

We sincerely wish that you would join us and get a glimpse into the latest trend in global housing and 

urban finance and also explore innovative ideas emerging in the field. 

Sincerely yours,

Welcome Message환영사

국토교통부 장관

Minis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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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히우 우토모는 인도네시아 경제부 산하의 건설부문(Infrastructure Accel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차관으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우토모는 총 3,074억 달러(USD) 규모의 223개 프로젝트와 3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주요 기반시설사업 추진위원회

(Committee for Acceleration of Priority Infrastructure Delivery, KPPIP)의 수행팀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1,000억 달러(USD)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원회(KPPIP)는 마시는 물, 유료 도로, 항만, 발전소 및 정유 공장 등 37개 주요 프로젝

트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주요 기반시설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는 정책 및 규제수립, 애로사항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지금은 PT 사라나 다중 기반시설(Sarana Multi Infrastructure)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것은 재무기관으로 인도네시아 기반

시설사업을 준비하고 자금을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토모는 2002년 미국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서 지역과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Wahyu Utomo is Deputy for Infrastructure Accel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to the Coordinating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he plays strategic roles in policy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to accelerate

infrastructure projects as well as Special Economic Zones.  

Mr. Utomo headed the Implementation Team for Committee for Acceleration of Priority Infrastructure Delivery(KPPIP)

which is tasked to monitor 223 projects and 3 programs with total value of USD 307.4 Billion. 

More than USD 100 Billion worth of projects are now under construction. Furthermore, KPPIP is also mandated to 

accelerate 37 priority projects from drinking water supplies, toll roads, seaports, power plants, and oil refineries. 

In delivering major infrastructure programs, Mr. Utomo’s contributions vary from formulating policies, 

recommending regulations, and resolving bottlenecks. Mr. Utomo is currently sits as the Commissioner for

PT Sarana Multi Infrastructure - a financial institution which plays an active role in facilitating project preparation 

and providing financing f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Indonesia.  

Mr. Utomo graduated from Cornell University, USA in 2002 for Ph.D majoring Regional Science.

주제 1Topic 1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in Future Indonesia and Its Significance

Wahyu Utomo

Deputy Minister for Infrastructure Accel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Indonesia

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전망과 의의

와히우 우토모

인도네시아 건설부 차관, 인도네시아

B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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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주택도시개발 전망과 의의

인도네시아의 총 주택 수요(연간 146만 호)와 공급(연간 40만 호) 사이에 격차(gap)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 

주택개발업자와 구매자의 자금조달 문제가 핵심 과제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주택금융제도와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정부보조금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차보전 정책은 정부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 호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00만 호 주택공급 프로그램은 

자금조달 방식을 다각화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금융공급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주택금융 유동화(Housing Finance Liquidity Facility), 이자보전

(Interest Rate Subsidy), 계약금 지원(Downpayment Aid Subsidy), 저축기반 주택금융 지원(Savings-based Housing 

Financing Assistance) 및 공공주택 저축(Public Housing Saving) 등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PT Sarana Multigriya 

Finansial을 설립, 2차 주택금융시장을 구축ㆍ개발하고, 주택 부문의 장기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지불가능한(affordable)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도되는 단계로, 수행실적 분석을 통해 미래 개발을 위한 개선사항

들을 확인하였다.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in Future Indonesia and Its Significance

There is a gap between the total housing demand(1,460,000 houses per year) and the total housing 

construction(400,000 houses per year) in Indonesia. The main challenge to fulfill the gap lies on the financing

issues, both on the financing source residential property developers and the financing source of consumer 

to buy residential property. In the current Indonesia housing financial system and management status, the 

middle-and low-income sector relies heavily on government subsidy support and the large interest rate 

subsidy programs are expensive for the government budget and have crowded out the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of Indonesia initiated 1 Million Houses Program to overcome the housing backlogs, which 

set targets of housing construction per year both for low income and non-low income people by utilizing

various financing schemes. For the financial support, The Government of Indonesia has developed several 

programs, including the Housing Finance Liquidity Facility, Interest Rate Subsidy, Downpayment Aid Subsidy, 

Savings-Based Housing Financing Assistance, and Public Housing Saving. The Government of Indonesia 

has also established PT Sarana Multigriya Finansial mandated to build and develop a secondary housing 

finance market,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long-term funding sources for the housing sector, and enable 

home ownership to be affordable for every Indonesian family.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initiatives to overcome the housing backlogs has been 

analyzed and there are several areas of improvement that has been identifi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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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낫트 이브라예프는 바이테렉 내셔널 매니지먼트 홀딩(Baiterek National Management Holding) 산하 정부기관인 

주택보증기금(Housing Guarantee Fund, HGF)의 부사장이다. 그는 카자흐스탄 행정부 산하 사회ㆍ경제부처의 많은 경험이 

있고, 부총리 자문, 경제부 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 전에는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카자흐스탄 운송전략(Kazakhstan’s

Transport Strategy) 개발을 위한 월드뱅크(World Bank)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투자개발부(Ministry of Investments and Development) 건설위원회(Construction Committee)와 함께 카자흐스탄의 

주택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국제개발, 국영기업의 민영화, 중소기업

개발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브라예프는 유라시아 국립대학교(Eurasian National University, 아스타나)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2004년), 듀크대학교

(Duke University, 미국)에서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2007년), 카이스트경영대학교(KAIST Business School, 한국)에서 

MBA(2014년)를 취득했다.

Mr Kanat Ibrayev is Deputy Chairman of “Housing Guarantee Fund” JSC, Government owned entity under

 “Baiterek” National Management Holding. Mr Ibrayev has a strong experience in the Government sector of 

Kazakhstan having worked at the socio-economic Unit of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Advisor to Deputy 

Prime-Minister and Director of Department at the Ministry of Economy of Kazakhstan. Previously, he has 

also worked in the private consulting company and the World Bank project taking part in developing 

Kazakhstan’s Transport Strategy. 

Mr Ibrayev is now very much involved in development of Kazakhstan’s Housing Development Program with 

the Construc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Investments and Development. Moreover, his expertise includes 

Public-Private Partnership,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Privatization of state owned enterprises and

SME development. 

Kanat holds BA in Economics from Eurasian National University(Astana, 2004), 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from Duke University(USA, 2007) and MBA in Finance from KAIST Business School(South Kore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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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주택도시금융제도 도입이후 성과와 발전방안

카자흐스탄은 20년 만에 중저소득 국가에서 중고소득 국가로 빠르게 발전했다. 2000년대 중반의 경제호황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생겼다.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면서 계속 재판매 됐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싸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으며, 주택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많은 건설회사들이 파산하여 

선분양 투자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야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30억 

달러(USD) 이상을 투입하여 건설부문을 구제하고 전국에 아파트 단지를 완공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회사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이 중단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만들어 공적 규제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한국모델을 살펴봤다. 한국은 정부가 건설시장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택사업 참여자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기본 메카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모델이 

카자흐스탄 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하고 2016년 「주택건설지분참여법(Law on the Equity Participation in Housing 

Construction)」을 제정하였다. 「주택건설지분참여법」은 주택건설회사에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선분양 구매자를 보호하여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브라예프는 카자흐스탄 주택건설 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과 도전 과제를 발표한다. 이와 더불어 주택공급규제와 주택담보

대출 시스템, 선분양제도 등 카자흐스탄 주택공급시스템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보증메커니즘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주택보증기금(Housing Guarantee Fund, HGF)에 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그는 보증시스템과 절차, 선분양 투자자(개발자, 프로젝트 회사, 상업 은행, 엔지니어링 회사, 선분양 투자자)의 요건과 같은

HGF 보증 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주택보증 절차에서 주택보증기금(HGF)의 기능을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주택보증시스템을 카자흐스탄에 적용한 이후의 결과와 한계, 개선점 등을 언급하고, HGF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Introducing the Housing and Urban Finance System in Kazakhstan

Kazakhstan has transformed itself from lower-middle income to upper-middle income status in less than

two decades. The boom in the mid-2000s generated an apparent bubble in the real estate market.

Houses have been the subject of speculation and constant resale. With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08 

mortgage became expensive and hard to obtain for most people, and house transactions decreased greatly.

Many construction companies went bankrupt which in turn affected pre-sale investors and led to social 

displeasure in the country. To address this issue the Government had to intervene and invest more than 

3 billion USD to bail out the construction sector and finish the apartment complexes around the country.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Government decided to implement public regulation of the sector through

creation of a specialized institution that manages the risk of non-completion of construction. The most 

successful example, the Korean model, in which the government plays an active leadership role and provides

the basic mechanisms of interaction among players in the construction market was determined as the most 

relevant to Kazakhstan situation. In 2016, the new  “Law on the Equity Participation in Housing Construction”
was signed which aimed to balance the goals of providing construction finance for housing developers 

and protecting pre-paying home buyers. 

In his presentation, Mr Ibrayev will cover the current situation in housing construction sector of Kazakhstan, 

and current problems and challenges that the sector faces at this point. He will speak about housing provision

system, including Government regulations on housing supply and mortgage system in the country. 

Further, he will introduce pre-sale system in Kazakhstan.  

Further, the presenter will introduce Housing Guarantee Fund(HGF),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of the guarantee mechanism. Mr Ibrayev will further address guarantee products of HGF:

system structure, processes, requirements to the participants of pre-sale investments(developers, project 

companies, commercial banks, engineering companies, pre-sale investors). He will also cover the functions

of HGF in the mechanism of housing guarantee. 

Further, Mr Ibrayev will cover the achievements and implications of implementing Korean model of housing

guarantee in Kazakhstan: results, limitations, improvements. Finally, he will cover what HGF has already

reached, and will open the future plans of the organizat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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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오 팀장은 1998년에 現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KHGC)에 입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약 20년간 분양보증 사고에 따른 보증이행, 리스크 관리, 경영전략, 보증심사 등 주택보증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정책과 주택사업 분야의 전문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2009년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하고, 공사에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10년에는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전사적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특허를 받았으며, 언론은 시스템의 독창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2015년에 대한주택보증(KHGC)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는 민간지분을 인수해 정부지분을 확대

하고 주택도시기금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일을 담당했다. 

또한, 2017년에는 주택공급량 급증으로 보증한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정부와 국회에 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해, 적기에 700억원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주택시장의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Joung Oh Park joined Korea Housing Guarantee Corp.(KHGC), now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HUG), in 1998. The institution protects potential homeowners, promotes housing construction, and

enhances the housing welfare for citizens. For twenty years, he has performed various tasks including the 

performance of guarantee obligation, risk management, and housing guarantee evaluation. Through this 

experience, he has accumulated expertise on housing policies and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After he graduated from the School of Business at Wake Forest University with an MBA, he applied for the risk

management team in 2009. He performed a consulting project to adopt a risk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company. In 2010 Park showed excellent capability in the construction of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 

system. Since the system reflects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industry, his company could obtain a patent for

the system. Newspapers reported the different aspects of the risk management system. 

Park played a critical role in transforming KHGC into HUG from 2014 to 2015. He was involved in private equity

acquisition to expand government stake and bring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 

to the HUG. Because of excessive supply of housing having continued for 4 consecutive years, the demand for 

guarantee has surged. In 2017, Park delivered a message to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securing capital, and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securing 70 billion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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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제도 소개 및 해외 공유방안

도시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한국은 도시화가 한창 진행 중인 국가와 이미 도시 쇠퇴를 경험하고 재생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국가 사이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유럽 등의 선진국으로부터 도시재생의 경험을 배우고 우리가 경험

했던 주택공급과 주택금융의 노하우를 아시아 국가에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로 판단된다. 

한국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선분양제도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 발전해온 주택금융제도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보증제도’

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 도입된 이후로 약 530만 세대에게 지원되었고, 주요재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청약저축이며, 

주택사업자와 주택구매자, 그리고 임차인에게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보증제도는 1993년 보증이 최초로 발급된 이후

로 지난 25년간 약 540만 세대에게 보증을 공급했다. 대량공급 시기에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35만 세대의 재산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들 가구는 보증기관이 없었더라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제도는 아시아 국가의 주택금융제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HUG는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보증제도 도입을 지원했다. 각 해당국에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지원하였고,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같은 보증기관을 설립하였다.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 공유는 한국 보증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KSP 또는 KOICA 글로벌 연수프로그램 등 국가적 지식공유 인프라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The Housing Finance System in Korea and its International Sharing Plan

In consideration of the life cycle of cities, Korea seems to be between two groups of countries. One is the

group of countries where urbanization is actively ongoing. The other is the one that already experienced 

decline of cities and have made effort to revitalize cities again with urban regeneration. In such context, 

Korea can be the most suitable country who can learn urban regeneration of European countries and

share the knowledge of housing supply and housing finance system with the Asian countries.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of Korean housing market is the pre-sale system. Housing Guarantee System 

and National Housing & Urban Fund(NHUF) are the housing finance systems under the circumstances. 

NHUF has been used to support about 5.3 million household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81. With major 

financial recourses of NHUF, National Housing Bond and Housing Subscription Savings, it has benefited 

housing business operators, home buyers and tenants. Since its first issuance in 1993, Housing Guarantees 

have been provided to about 5.4 million households for the past 25 years. During the period of massive

supply of hosing, Housing Guarantee system played a role as a relief valve. The guarantee institution 

safeguarded 350,000 households who could have made losses if there had not been such an organization. 

These systems in Korea helped Asian countries develop their housing finance system. 

HUG, a housing guarantee provider, shared the guarantee system with Kazakhstan and Vietnam governments, 

helping them to legislate or amend the law of the country. In particular, Kazakhstan established a guarantee

institution like HUG in Korea. Exchange of knowledge and experiences have been continued. 

For such knowledge sharing, effort made by Korean guarantee institution is important, and actively utilizing 

the national level knowledge sharing infrastructure such as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or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gency(KOICA) Global Training Program is also required. Through these 

activities, Korea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Asian era.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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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금융
Social Finance for Sustainable Housing Welfare and Urban
Regeneration in Canada

스웨덴, 신(新)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
The Role of Housing and Urban Finance for Supporting New Housing
Supply Systems : the Swedish Case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근 동향과 주택도시금융 지원
Public Housing Trends and Housing and Urban Finance in Singapore

- 테사 헤브 칼턴대학교 칼턴 커뮤니티혁신센터 특별연구원, 캐나다

- 모르텐 릴야 릭스뷔겐 부사장, 스웨덴

- 숙 잉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금융부 국장,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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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치시대,       
새로운 주택도시금융 대안 모색

The Social-Value Era : 
Alternative Housing and Urban Finan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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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Finance for Sustainable Housing Welfare and Urban Regeneration in Canada

Tessa Hebb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Carleton Centre for Community Innovation, 
Carleton University, Canada

캐나다,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금융

테사 헤브 

칼턴대학교 칼턴 커뮤니티혁신센터 특별연구원, 캐나다

테사 헤브 박사는 캐나다 칼턴대학교(Carleton University) 칼턴커뮤니티혁신센터(Carleton Center for Community 
Innovation)의 선임연구원이며, 전(前) 센터장이다. 그녀의 연구는 책임투자, 임팩트투자 및 임팩트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캐나다 정부의 사회과학 및 인문 연구협의회(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가 후원
하고 있다. 헤브 박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의 뛰어난 박사학위 후보자에게 수여되는 윌리엄 E. 테일러 펠로우십
(William E. Taylor Fellowship)을 받았다(2002-2003). 또한 옥스퍼드대학교에서 클레든 펠로우십(Clarendon Fellowship)을
받았다. 헤브 박사는 칼턴 대학교의 자선사업 및 비영리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책임투자와 임팩트투자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헤브 박사는 UN이 후원하는 책임투자 원칙(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학술 네트워크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녀는 하트랜드 네드워크(Heartland Network, 미국), 사회적기업 개발센터(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Center) 및 스프럿 사회적기업 관리위원회(Sportt Center for Social Enterprises Management Council)에서 근무했다. 

그녀는 오타와 지역사회재단의 투자위원회 및 임팩트위원회 위원이다. 헤브 박사는 최근 온타리오 주(州) 사회적기업 임팩트 

측정 테스크포스(Ontario ‘s Social Enterprise Impact Measurement Task Force)의 공동 위원장을 지냈다. 

그녀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책임투자협회(캐나다)의 이사회 일원이었다. 

헤브 박사는 책임투자, 임팩트투자 및 임팩트측정 문제에 대해 자주 강연해왔다. 그녀는 책임투자 및 임팩트투자에 관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출간했다. ‘책임투자에 관한 라우틀리지 핸드북 (Routledge Handbook of Responsible Investment),’ 
 ‘21세기의 SRI:  이것이 다른 사회를 만드는가(SRI in the 21st Century: Does it make a Difference to Society),’ 
 ‘책임투자의 다음 세대(The Next Generation of Responsible Investing)’ 등을 출간했다.

Dr. Tessa Hebb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nd past Director of the Carleton Centre for Community Innovation, 

Carleton University, Canada. Her research focuses on Responsible Investment, Impact Investment, and Impact 

Measurement. This work has been funded by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Government

of Canada. Dr. Hebb received her Master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Harvard University. She received 

her Doctorate from University of Oxford and was the recipient of the Canadia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William E. Taylor Fellowship for outstanding doctoral candidate(2002-2003). She also received a Clarendon

Fellowship from University of Oxford. Dr. Hebb teaches Responsible and Impact Investing in Carleton 

University’s Master’s in Philanthropic and Non-Profit Leadership program.

Dr. Hebb is the past chair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UN-backed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Academic Network. She also served on the boards the Heartland Network(US), and the Centre for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nd the Sprott Centre for Social Enterprises Management Council. She is a member

of the Investment Committee and Impact Committee of the Ottawa Community Foundation. Dr. Hebb recently 

co-chaired the Ontario’s Social Enterprise Impact Measurement Task Force. She was a board member of the 

Responsible Investment Association(Canada) from 2011 to 2017.

Dr. Hebb is a frequent guest speaker on impact investment, responsible investment and impact measurement 
issues. She has published many books and articles on responsible investing and impact investing including 
the volumes the Routledge Handbook of Responsible Investment, SRI in the 21st Century: Does it make a 
Difference to Society and The Next Generation of Responsible In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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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는 캐나다에서 affordable housing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회적금융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재정적 이익도 추구하는 의도적 투자”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측정이 

가능하며 또 측정된다. 캐나다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회적금융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위한 금융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발표는 캐나다의 현재 주택 상황에 대한 개요로 시작한다. 헤브 박사는 2017년에 발표된 국가주택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을 통해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을 담고 있는 캐나다의 주택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affordable한

주택 옵션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것이다. 사회적금융은 생태계 렌즈를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이며, 특히 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위한 사회적금융 모델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정부와 민간 

영역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공공정책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될 것이다. 

또한 본 발표에서는 캐나다 퀘벡 지역을 사회적금융의 사례연구로 소개하고, 퀘벡 지역에서 affordable housing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금융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공 요인들이 제시되고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는 향후 한국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할 것이다.

Social Finance for Sustainable Housing Welfare and Urban Regeneration
in Canada

The keynote presentation will focus on the use of Social Finance as a tool for the financing of affordable 

housing in Canada. Social Finance is defined as “intentional investment for social and/or environmental 

impact as well as financial return. It is measurable and measured.” New social finance tools are emerging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Canada. Many of these tools and intermediaries seek to provide financing 

options for increased affordable housing.

The presentation begins with an overview of the current housing situation in Canada. Dr. Hebb will discuss 

Canada’s housing policy including new approaches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our National 

Housing Strategy announced in 2017. Dr. Hebb will then provide an overview of social finance as a tool to 

advance more affordable housing options in Canada. Social finance will be examined through an eco-system 

lens. Models of social finance for affordable housing will be explored. These models require strong 

partnerships with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important role of public policy will be discussed. 

The presentation will introduce Quebec, Canada as a case study in social finance and provide specific

examples on how social finance has been used to address affordable housing needs in Quebec. A variety 

of success factors will be introduced and discussed. The presentation will close on the implications for the 

use of social finance to advance housing welfare and urban regeneration in Korea.

Abstract

캐나다,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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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Housing and Urban Finance for Supporting New Housing Supply System 
: the Swedish Case

Mårten Lilja 

Vice President, Riksbyggen, Sweden

스웨덴, 신(新)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

모르텐 릴야

릭스뷔겐 부사장, 스웨덴

모르텐 릴야는 스웨덴 협동조합주택회사 중 하나인 릭스뷔겐(Riksbyggen)의 부사장이다. 릭스뷔겐에서 그는 신규 협동조합주택

및 임대주택 개발부서를 총괄한다. 그는 변호사이며 지난 30년 동안 주거,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해왔다.

릭스뷔겐에 들어오기 전에 스웨덴 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 전에는 또 다른 스웨덴 협동조합주택회사인

HSB에서 정보국장으로 일했다. 

Mårten Lilja is the Vice President(Deputy MD) of Riksbyggen, a cooperative housing company in Sweden.

At Riksbyggen he is head of the department of development of new cooperatives and rental housing. 

He is a solicitor and has been working with housing, housing policy and the housing market the last 30 years. 

Prior to Riksbyggen he worked as State Secretary, at the Depart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Swedish Government. Before that he was Head of Information at the housing cooperative HSB Stockh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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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는 스웨덴에서 어떻게 새로운 주택협동조합을 개발하고 있고,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스웨덴에는 크게 두 종류의 디벨로퍼가 있는데, 하나는 협동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업자이다. 협동조합 디벨로퍼들은 

멤버십과 부동산 관리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지역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디벨로퍼는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새로운 주택조합을 창출하기 위해 특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은행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기반과 자금조달을

통해 토지를 조달하고 안전한 건설신용을 확보할 수 있다. 

발표는 스웨덴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젊은 사람들이 affordable housing을 구하기 어려운 현재 여건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의 스웨덴 주택정책에 대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택정책은 여전히 일반정책이지만 이전만큼 금융이나 제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릴야는 스웨덴 협동조합주택의 개념과 

관련하여 릭스뷔겐의 역할과 더불어 몇 가지 수치와 사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주택시장

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인 틀에 관해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발표는 새로운 주택협동조합을 개발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이 협동조합주택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할 것이다. 

The Role of Housing and Urban Finance for Supporting New Housing 
Supply System : the Swedish Case

The keynote presentation will focus on how to develop a new Housing Cooperative in Sweden and how to 

finance the project from the start. 

There are two kinds of developers: cooperative and private. The cooperative developers have a more 

longsighted perspective towards the new local housing cooperative whilst they offer membership and 

property management. A developer has to have a certain economic base in order to accomplish a project 

and create a new housing cooperative. The economic base and financing from a bank makes it possibly 

to get access of land and secure construction credits.

The presentation begins with an overview about the housing market in Sweden and the difficulties for young 

people to find an affordable housing of their own. Further on Mr Lilja will give a short background on 

housing policies in Sweden throughout the last century. From the 1990ies and on the housing policy is still 

a general policy but not backed up with financial instruments and regulations as in the previous period. 

Mr Lilja will then provide some figures and facts about Riksbyggen and the role Riksbyggen played regarding

the concept of cooperative housing in Sweden. There will be en overview of the legal framework that needs 

to be in place to regulate the housing market regarding Housing Cooperatives. After focusing on developing

and financing a new Housing Cooperative the presentation will close on some humble suggestions at to 

some degree create a model for cooperative housing in South Korea.

Abstract

스웨덴, 신(新)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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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ousing Trends and Housing and Urban Finance in Singapore

NG Sook Yin

Acting Group Director (Finance), Finance Group, 
Housing & Development Board, Singapore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근 동향과 주택도시금융 지원

숙 잉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금융부 국장, 싱가포르 

숙 잉은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ousing & Development Board, HDB)의 금융부 국장이다. HDB의 연간 지출내역이 회계

기준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HDB 운영기금을 확보한다. 또한 HDB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분석과 재무전망을 수행한

다. HDB는 가장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 중 하나로 320억 달러(SGD)의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이후부터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에서 Aaa 등급을 받고 있다.

그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HDB의 행정 및 재무개발부(Estate Administration & Property Group) 국장으로, 

주택구매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신용평가와 계획ㆍ관리를 담당했다. 2017년 기준 HDB 주택담보대출금액은 57억 달러

(SGD)다. 그녀는 재무관리 및 보고, 회계, 예산 및 예산통제에 관한 HDB 내 4개의 부동산 그룹을 지원하는 관리회계 및 

예산 부문을 이끌었다. 또한 정부기관, 금융기관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HDB가 현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현장의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Ms Ng Sook Yin is the Acting Group Director of the Finance Group in 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 

She oversees the preparation of 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s annual accounts to ensure compliance

with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industry’s best practices. She manages the HDB budget, 

institutionalising effective monitoring and controls over HDB’s budget. Working with the Ministry, she ensures 

funding availability for HDB’s programmes and operations. The Finance Group provides business insights 

and financial perspectives to support strategic decision making by management. She also oversees HDB’s 

Treasury function. HDB accesses the capital market via its S$32 billion Medium Term Note programme and 

it is one of the largest bond issuers in Singapore. Since Oct 2015, HDB has been rated Aaa by Moody’s 

Investors Service.

During Aug 2016 to Oct 2018, Sook Yin was the Director of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Department of 

the Estates Administration and Property Group in HDB.  She managed the Credit Operations Section, which 

plans, manages and conducts credit assessment for the granting of housing loans. It also inculcates financial 

prudence and forward planning among home-seekers.  In 2017, the amount of HDB housing loans disbursed 

was worth S$5.7 billion. She also led the Management Accounting & Budgeting Section, which supports the 

four Estate Groups in HDB, in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accounting, budgeting and budgetary 

controls. She collaborated across Government agenc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various stakeholders to 

enable HDB to have e-modes of cash collections, and was also involved in projects to improve and digitalise 

frontline custom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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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택개발청(Housing & Development Board, HDB)은 싱가포르의 유일한 공공주택기관으로, 주택단지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 외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상업, 오락 및 사회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은 다른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것

으로 공공주택 비중이 매우 적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공공주택 거주를 선택한다. 오늘날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HDB주택에 살고, 그들 중 90% 이상이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HDB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보유율은 이러한 자가보유정책의 

결과이다. HDB주택은 백만 호의 재고를 확보하였고, 오래된 단지에 대해서는 재생 및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속감 고취를 위해 노력한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모델은 HDB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중앙연금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과 보조금 형태의 정부지원도 

있다. 또한 HDB는 320억 달러(SGD)의 중기계획에 기반하여 부채 자본시장(Debt Capital Market)을 이용하고 있다. 

HDB는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로부터 Aaa 등급을 받았다.

Public Housing Trends and Housing and Urban Finance in Singapore

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HDB) is the sole public housing authority in Singapore. Besides planning 

and developing Singapore’s housing estates, HDB provides various commercial, recreational, and social 

amenities in our towns for residents’ convenience. 

Singapore’s public housing model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most countries.  Most countries have a small 

quantum of public housing set aside mainly for low income groups. In Singapore’s case, public housing 

is the main choice for most Singaporeans. Today, more than 80% of Singapore’s resident population live 

in HDB flats. Over 90% of them own their flats. The high home ownership rate in Singapore is the result of 

a deliberate Home Ownership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Generous subsidies and grants are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ownership of an HDB flat remains affordable. With a stable of 1 

million flats, an ongoing challenge is to constantly renew our older towns and estates to keep pace with the 

newer towns. Through renewal and upgrading programmes, older estates and towns are given a new lease 

of life, revving up their vibrancy and continued relevance.

Our public housing model includes the provision of mortgage loans to flat buyers to finance their purchase of 

HDB flat, use of Central Provident Fund(CPF) savings(a security savings plan for working Singapore residents) 

by mortgagors to service their mortgage loan instalments, and Government funding through loans and grants. 

HDB also taps the Debt Capital Market on a regular basis for the financing of its development programmes 

through its S$32 Billion Medium-Term Note programme. HDB has been rated Aaa by rating agency, Moody’s 

investors Service. 

Abstract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최근 동향과 주택도시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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