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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권혁진, 서기관 강태석, 사무관 김동현, 주무관 양국현
∙☎ 044-201-3321, 4479

보 도 일 시
2015년 2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수도권 뉴스테이 지원센터, 2.11일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 둥지

- 개소식에 맞춰, ‘주택시장 점검’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LH,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2.11(수) 아침 9시에 여의도 소재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서 

‘수도권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인사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도시국장,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대한주택보증 사장, LH 기획재무이사 등

☐ 이번에 개소되는 수도권 뉴스테이 지원센터(02-3771-6540 및 6541,

서울시 영등포구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 2층)에서는,

ㅇ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나 개인 사업자 등에게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LH 보유택지, 국공유지,

그린벨트 등 기업형 임대로 개발가능한 택지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 지방에 위치한 건설업체나 개인 사업자 등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044-201-4472 및 4479, 세종청사 5동 607호)내에 설치된 ‘뉴스테이 지원

센터’에서 동일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소식 행사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인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 11층에서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 점검 및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선, 한국감정원 박기석 부동산 연구개발 

실장이 ‘최근 전월세시장 동향 점검’을 발표하고,

- 이어서 국토연구원 천현숙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이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ㅇ 발표 이후에는 관련 전문가 토론이 이어지게 되며,

- 최근 강남 4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와 이에 대응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및 민간 건설업체 입장에서 바라본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토론참석자 : 조주현 교수(건국대, 좌장), 김시병(부영건설), 박원갑(KB은행),

이상영(명지대), 허윤경(건설산업연구원), 홍순범(대우건설 상무),

권혁진(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최경주(서울시 주택정책과장)

《행사 세부 일정》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개

소

식

09:00-09:05 진행순서, 참석자소개 사회자

09:05-09:10 환영사 주택토지실장

09:10-09:20 축사 서울시

09:20-09:30 개소식 세레모니 및 기념촬영

09:30-09:40 세미나장으로 이동

세

미

나

10:00-10:10 진행순서,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10-10:40 발제 국토연, 감정원

10:40-11:30 토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동현 사무관(☎ 044-201-3321), 양국현 주무관(☎ 044-201-44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