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현 교수(숭실대 법학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5

김경환 교수(서강대 경제학과)

25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세무회계과)

–

37

고성수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44

원영섭 변호사(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김경환 교수(서강대 경제학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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ᵐ㟈
n ⺴┍ 㥉㵹 㤸䞌㢌 Ḱᶤ ᷱ䜌Ḱ 䙸㟈㉥
l 㵬㜠㥉⺴ deGtiSGⵉἰ䝐㥉⺴
l 䜸 㥉⺴ 㥉㵹㜄 䚐 䓽ᴴ㝴 㥉㵹 㤸䞌㢌 䙸㟈㉥

n 㥉㵹㤸䞌㢌 ⵝ䛙SG㻈㫸Ḱ㥐㝴 㥐㚱㟈㢬
l 㥉㵹 ⯝䖐 㣠㉘㥉
u ㍌㟈㛩㥐⪰ 䋩䚐 ᴴᷝ 㙼㥉deG㤸 ạⴰ㢌 㨰ᶤ㍌㨴 䛙ㇵ

l 㻈㫸 Ḱ㥐
u ἐ㥐SG㉬㥐SGἼ㡩㢌 㥉ㇵ䞈⦐ 㐐㣙㢌 㠄䞐䚐 㣅┍ ⸨㣙
u 㼜㚱᷸㽩 㨰ᶤ⸩㫴 ᵉ䞈SG⣌㉬㢌 㨰ᶤ㙼㥉 㫴㠄

l 㥐㚱 㟈㢬
u 䜸㥉⺴ 㫴㫴 㜠⺴㜄 ♤⢰ 㛅⺸═ 㜠⦔
u ⷉ ᵐ㥉 䙸㟈䚐 ㇠㙼☘Ḱ ạ䟀 㢌㉑ ⺸䔠



㵬㜠㥉⺴ᴴ ⓸㢹䚐 ἐ㥐㢌 㝸䞈 㻈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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ⱬ㣠㢬 㥉⺴ ⺴┍ 㵹 ⵐ䖐 ⇨㟝

ՋଙࡆकଶԜғ



ⱬ㣠㢬㥉⺴ ⺴┍ ἐ㥐 䜸䞝

Ջ࣬ੑࠆ߳یˮࡒ



⺴┍㥉㵹㜄 䚐 㜠⦔ 㻈㢨

Վଞ˲ʑԡ іࢊչ ࠝଔТ߯ ࢿ 


㢅㣄 㬅␜ⷸ ⺴┍㥉㵹㜄 䚐 䓽ᴴ

Վଞ˲ʑԡ іࢊչ ࠝଔТ߯ ࢿ 



⺴┍㥉㵹㜄 Ḵ䚐 䓽ᴴ 㢨㡔

ܐೠҴѓۣ  ܻੌؘয়ೖפ ઁഐ 



㥉㵹 㤸䞌㢌 ⵝ䛙Ḱ 㐘㷐 Ḱ㥐
n 㨰䈑㥉㵹㢌 ⯝䖐㝴 㥉㵹 ⵝ䛙
l 㤸 ạⴰ㢌 㨰ᶤ㍌㨴 䛙ㇵ㢨 㺐㦹 ⯝䖐
l ㍌㟈㜄 ⺴㢅䚌⏈ 㨰䈑㢌 㙼㥉㤵 ḩἽ, 㠄䞐䚐 㨰ᶤ 㢨┍ ⸨㣙,
㼜㚱᷸㽩 㨰ᶤ⸩㫴 㫑㫸㢨 䙸㟈

l 䜸 㥉⺴ᴴ ⓸㢹䚐 ㉬㥐, ἐ㥐㢌 㥉ㇵ䞈

n 㥉㵹 㤸䞌,㛨⛯᷀ 䚨㚰 䚌⇌ (Making reform happen)
l 㙼㢌 㐘䜸 ᴴ⏙㉥ ⸨

u 㜼: ḩἽ䞉⪰ 㠸䚐 䈑㫴 䞉⸨ ᴴ⏙㉥ ⵃ ⽸㟝, 㣠㠄㦤␠ ⵝ㙼
l 㥉㵹㫴㠄㢌 㟤㉔ ㍐㠸㜄 䚐 ㇠䟀㤵 䚝㢌 ⓸㻐
u 㜼: 㐔䝰⺴⺴ 㟤 v 䝰 ㉥㢬, 40 㡔㣄≴ ⺴⺴
l ὤ☑Ề㽩 ㉘☑, 㢨䚽ὤᴸ ┍㙼㢌 䝰㉔ Ἥ⸩
u 㜼: 㢸㵜⸨䝬ⷉ 㣠ᵐ㥉/⸨㝸


㬅ᵆ ㇵ㏭Ḱ 㤸⬑,
n 㬅ᵆ ㇵ㏭ 㻈㢨㝴 㤸⬑
l 㫴㍌, 㤼 ㍌㨴

l 㤸⬑

n 㨰䈑ᴴᷝ㢌 ᷤ㥉 㟈㢬
l 㐐㣙 ㍌㟈-ḩἽ, ὤ㐠⫠, ᶤ㐐ᷱ㥐-Ἴ㡩 䞌ᷱ

n 㬅ᵆ 㙼㥉㢌 䙸㟈㦤ᶨ
l ὤ㦨 㨰䈑㢌 ⬘Ɒ 㫑ᴴ 㡔⓸?
u 㛅⓸㋀☑㉬ 㩅Ḱ㉬ 㝸䞈, ☥⦑㢸 ⬄㋀ ㇠⥴

l 㙼㥉㤵, 㫴㋁㤵 㐔ἐ ḩἽ
l ὤ㐠⫠㢌 㫸㥉


䜸 㥉⺴ ὤᴸ 㨰䈑ᴴᷝ㫴㍌ ㇵ㏭⪔ OYWX^U\¥YWYXU^P
ɼʸ 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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䜸 㥉⺴ ὤᴸ 㨰䈑ᴴᷝ 㻈㢨 OYWX^U\¥YWYX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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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YX≸ 䚌ⵌὤ ⺴┍㐐㣙 㤸⬑
࣬ੑ ࢆଭɹ ז ߣٔ Ԙ

࣬ੑ ֍֍ ۼࢴ ɹʵ

Ջʟ۳ࠆ߳یˮࡒ



䛙䟸 X≸ ᴸ 㬅ᵆ ☥⢱ 㤸⬑ 㜠⦔

ܐೠҴѓۣ  ܻੌؘয়ೖפ ઁഐ  

䛙䟸 X≸ ᴸ 㤸㠈㉬ ☥⢱ 㤸⬑ 㜠⦔

ܐೠҴѓۣ  ܻੌؘয়ೖפ ઁഐ 



㍌⓸Ề 㙸䑀䏬 㫑㜠 ᶤ⣌ 㻈㢨

Ջʟ۳ࠆ߳یˮࡒϔ ଙْ ̘ѭࢴ ࢝ݡی։



㐔ἐḩἽ 䞉㢌 䙸㟈㉥Ḱ ⵝⷉS㥐㚱㟈㢬
n ḩἽ䞉㢌 䙸㟈㉥
l ㍌㟈㛩㥐⏈ 㻉㋀ἔ䝉, ḩἽ䞉⏈ 㨰䈑㢌 㛅㤵, 㫼㤵 䞉㻝㡰⦐ 㨰ᶤ㍌㨴 䛙ㇵ
l ḩἽ䞉 㛺⏈ Ἴ㡩㝸䞈, ㉬㥐㫴㠄㡴 ᴴᷝ ⺼㙼㟈㢬

n 㛅㤵 ḩἽḰ 㫼㤵 ḩἽ
l 㛅㤵ḩἽaG㨰䈑⸨Ἵ⪔ ☥ 㹑⣽ 㫴䖐bG㉐㟬 `]L
l 㫼㤵ḩἽaG㋀⽸㣄☘㢨 ㉔䝬䚌⏈ 㡔䝉SG㢹㫴SGἐ⯜SG⺴㐐㉘ ☥㡸 ᵊ㻌 㨰䈑 㣠Ḕ
u 㨴ḩ 䟸 \≸ 㢨⇨ 㐔㻉㨰䈑 㣠Ḕ ᵄ㋀ 㻈㉬

n ḩἽ䞉㢌 ⵝⷉ
l
l
l
l

ὤ㦨 㨰ᶤ㫴㢌 Ḕⴴ⓸ 㣠ᵐⵐSG㣠ᶨ㻉 O㉐㟬㐐 㙸䑀䏬 㐔ἐ ḩἽ㜄㉐ 㤼㤵 ⽸㩅P
⓸㐐 ⇨ ᵐⵐ ᴴ⏙ 䋔㫴 䞐㟝f
⓸㐐 㞬ḱ㢌 㐔⓸㐐SGṅ㜡 Ẅ䋩⬑ 㜤᷸ 㐔ἐ 䈑㫴 ᵐⵐ
ᵐⵐ㥐䚐Ạ㜡㢌 㢰⺴ 䞐㟝

n 㥐㚱 㟈㢬
l ἐ㥐 aG㣠ᶨ㻉㸼Ḱ㢨☑䞌㍌㥐SG⺸㛅ᴴㇵ䚐㥐SGḩḩ㢸㨰䈑 㢌ⱨ ḩἽ
l 㨰䈑ḩἽᾀ㫴 㐐ᴸ ㋀㟈
l ␜ὤ ᴴᷝ ㇵ㏭


ⴰᴸ㢸㨰䈑 ḩἽ 䞉
n ὤ㛹䝉 ⴰᴸ㢸
l ‘⎨㏘䊀㢨’ 㥉㵹 䟜Ḱ㝴 㐐㇠㥄
l ḩḩ㫴㠄 ⴰᴸ㢸㢌 ᵐ㉔ ⵝ㙼

n ᵐ㢬㜄 㢌䚐 ⴰᴸ㢸
l 1ᴴẠ ␘㨰䈑 ⸨㡔㜄 䚐 ἐ㥐, ㉬㥐

n ☥⦑ 㢸㇠㛹㣄 㥐⓸
l 㜠, ⺴┍䏭㠸㜄㉐ 㥐⓸ 䔄㫴 ᶴ䋔 䟸 㡔㫴 ᷤ㥉?
l ⽸㙸䑀䏬㜄 䚨㉐⬀ 䛼㟝䚌⇌?



㢸㵜⸨䝬ⷉ ᵐ㥉Ḱ ⴰᴸ㢸㐐㣙 㙼㥉䞈
n 㢸㵜⸨䝬ⷉ㡸 㣠ᵐ㥉䚨㚰 䚌⇌?
l ⒈ 䆤 䝰⢴㢨 㢰ὤ 㤸㜄 㣠ᵐ㥉 vs 䜸 㥐⓸ ⸨㝸
l ᷸㚱ᵥ㐔㷡ẠỀḰ 㤸㠈㉬ 㢬ㇵ⪔ ㇵ䚐, 㛨⏄ ᶷ㢨 ⒈ ⱬ㥐㢬ᴴ?

n 㣠ᵐ㥉 䚐␘⮨ 㙼㡴 ?
l ᵐ㥉 㤸㡰⦐ 䞌㠄
l ᵥ㐔㷡ẠỀ㡸 㢬㥉䚌Ḕ ᷸㚱ὤᴸ 㩅 㢸⨀ 㢬ㇵ⪔㡸 ⋆㢨⮨?
l ᵥ㐔㜄 ┍㢌䚌⏈ 㢸㢬㜄 䚐 㢬㉰䐤⽀ ⺴㜠?

n ⷉ ᵐ㥉㢨䟸 Ḱ⓸ὤ㜄 㛨⛘ 㢰㢨 ⷀ㛨㫼ᾀ?
l ⷉ⪔ 㐐䚽㢰 䜸㣠 ᷸㚱ᵥ㐔Ề 㷡Ạ䚐 㢸㵜㢬㢌 Ề⫠ 㢬㥉
l 䜸 㥐⓸㜄㉐ 䝐䈑㡸 ⸨Ḕ 㢼⏈ ㇠⣀☘㢌 ⺼⬀㜄 㛨⛯᷀ 㢅䚔ᾀ?

l 㜠⦔ ┍䛙㡴?



㢸㵜⸨䝬 Yⷉ 㐐䚽 㢨㤸V㢨䟸 㤸㉬ᴴᷝ ┍䛙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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㢸㵜⸨䝬ⷉ 㣠ᵐ㥉㜄 Ḵ䚐 㜠⦔

㣄⨀aG⫠㛰䉤 {uSGYWYWGY㨰


⺸㛅ᴴ ἐ㥐 ᵐ㉔
n ⺸㛅ᴴἐ㥐㢌 㼜㫴
l 㬅ᵆ㢨 Ḱ⓸䚌᷀ 㝘⪬ ㇵ䞝㜄㉐ 㐘㍌㟈㣄 ⺴ 㤴ᵄ
l Ḕ⺸㛅ᴴ㢌 ὤ㦨 㨰䈑ᴴᷝ ㇵ㏭ ᴴ⏙㉥ 㵜␜

n ⺸㛅ᴴἐ㥐㢌 ᷤḰ
l 䟜㡜㉥: ḩἽ ᵄ㋀, 㫼㤵 㤴䚌, ㋀⽸㣄 ㉔䈑 ὤ䟀 㥐㚱 (⽀⣐☐….)
l ḩ䓽㉥: Ḕ㚕㤸㉬ 䜸Ἴ⺴㣄 ⱨ㨰䈑㣄㢌 ⦐❄ ⺸㛅 㷜
l 㥉㵹 㬅䚽: HUG㢌 Ḕ⺸㛅ᴴ㫴㜡 Ḵ⫠

n ᵐ㉔ ⵝ䛙Ḱ 㥉㾌㤵 ⺴
l ⺸㛅ᴴἐ㥐 㝸䞈/䚨㥐⏈ ᶨ㉘ὤ㛹 䏭䝐: 㵸Ề㢹㵤㥐 ⓸㢹?
l ὤ㦨 㨰䈑ᴴᷝ ㇵ㏭ 㟤⥘ vs ⺸㛅 㨰䈑 ㍌⏈ ὤ㦨㨰䈑 ㍌㜄 ⽸䚨 
l 㐘㍌㟈㣄 ⺴ 㫑ᴴ: 㐔䝰⺴⺴ ☥㜄 䚨 ㋀䝉 䓽䝉 㐔⓸㐐 ☥ 㤴ᴴ ⺸㛅

l 㷡㚱㜼Ἴ ᴴ㢹㣄㢌 ⺼⬀: 2600⬀ᵐ 䋩㣙, 㷡㚱㥐⓸㢌 ἰ⸬㤵 ᵐ䜵 䙸㟈



⸨㡔㉬ ⺴ 㝸䞈
n ⸨㡔㉬ ⺴ 㫑ᴴ 㟈㢬
l ḩ㐐ᴴᷝ 㢬ㇵaG㣠㉬SG㦹⺴㉬
l ḩ㥉ᴴ㚕 ⽸㡜 㢬ㇵaG㦹⺴㉬
l ㉬㡜 㢬ㇵ aG㦹⺴㉬

n ⸨㡔㉬ ⺴㜄 Ḵ䚐 㢬㐑
l 㨰䈑ᴴᷝ ⽸ 㐘䟜㉬㡜 aG㠸fG㛰⫼⇌SG㞐 ⋆㜠㚰 䚌⇌f
l ㋀☑⽸ ⸨㡔㉬ ⺴aG䜸㐘㤵 ㉬ ⏙⥙SG㉬Ἴ㡴 ㋀☑㡰⦐ ⇨⏈ ᶷ

n ⸨㡔㉬ ⺴ 㝸䞈
l ḩ㐐ᴴᷝ 㢬ㇵ ㋁⓸ 㦤㤼
l X㨰䈑㣄 㣠㉬ ᵄ⮨

l ⇝㉬ 㢨㜤㥐⓸ ⓸㢹 O㦹⺴㉬SG㣠㉬P



ḩ㐐ᴴᷝ 䜸㐘䞈 ᷸䟁㜄 Ḵ䚐 㜠⦔

㣄⨀aG⫠㛰䉤 {uSGYWYWG[㨰



㦹⺴㉬ ᵐ䓬/ ⺴ 㝸䞈
n 㦹⺴㉬㢌 ㉥ᷝḰ ἰ⸬㤵㢬 ᵐ䓬
l ⺼㝸㤸䚐 ⺴㡔㉬: 㥉ㇵ㤵㢬 ⸨㡔㉬ᴴ 㙸⏼Ḕ 㢨ㇵ㤵㢬 ㍐⺴㡔㉬⓸ 㙸␌
l MB㥉⺴: 㫴ⵝ㉬㢬 㣠㉬㝴 䋩䚝 㻈㫸 ᷸䟁, 䔠ὤ
l 㻈ᴴ㤵㢬 ạ䋔⸨㡔㉬ ⓸㢹 㨰㣙

n ᵐ㉔ ⵝ㙼
l ⸨㡔 㨰䈑 ㍌ᴴ 㙸␀ 㨰䈑 ᴴ㾌⪰ ὤ㨴㡰⦐ Ḱ㉬ (⺴㡔㉬ ㉥ᷝ㜄 ⺴䚝)
l 㤸ⵌ㤵㢬 ㉬㡜 㢬䚌 G1㨰䈑㣄 ㉬Ἴ ⺴ ᵄ⮨
l ⇝⺴㢨㜤㥐⓸ ⓸㢹

n 㥐㚱㟈ᶨ
l ㉬㍌ 㤸㚕 ⺴┍Ẅ⺴㉬⦐ 㫴ⵝ㜄 ⵤ⺸
u YWX]≸ XUZ㦤S YWX^≸ XU^㦤SGYWX_≸ XU`㦤SGYWX`≸ YU^㦤SGYWYW≸ ZU]㦤

l 㜠⦔aG㷨⦐ ⺴㥉㤵 O⺴㣄ᵄ㉬P



㢸㇠㛹㣄㝴 㦹⺴㉬
ْѭࡧؼ یɹߓࢄ ݟٵଢѣ  ࡧؼʟܶɹ ցࡰֱ ْۼг ̔ऋ

Ջࣵߏࢇ ؼ



㦹⺴㉬ Ḱ㉬ὤ㨴 㝸䞈 㜠⦔ O⫠㛰䉤 YWYXU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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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교수(한양여대 세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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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개편방향과 제약요인
-주택을 중심으로오문성 교수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Ⅰ. 주택 가격 안정은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므로 반
드시 지향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함.
주택은 실물자산이므로 인플레이션 헤지자산의 성격을 띄고 있고 그
러므로 시계열상 상승추세에 있는 것은 당연한 상황임. 주택 가격안
정목표는 주택 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율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Ⅱ. 주택가격의 결정요인
수요와 공급요인
이자율, 대출여건 등 금융환경
기타요인(교육환경 등 지역인프라)
부수적으로 세제(보유세, 양도소득세)요인과 기타 규제(임대차3법 등)
Ⅲ.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조세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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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요인: 주택공급을 늘리는 문제를 말하는데 주택건축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라 한계가 있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공급
은 더욱 제한적임(용적율 완화의 문제는 필연적임)
- 이자율, 대출여건 등 금융환경: 이자율의 문제는 경기 상황을 종합
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 이지 부동산 등의 문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LTV 나 DTI의 문제도 큰 방향을 보고 운 영해갈 문제이지 짧
은 시간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 변경하는 것은 공적인 기능
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기업인 금융기관의 경영이나 종
국적인 책임소재측면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음.
- 기타요인(교육환경 등 지역인프라):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선호현
상은 우리 국민의 교육환경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 예를 들면 각 지역

에 분포되어 있는 특목고 등의 폐지문제는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의
지역선호도를 높여 8학군 소재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킨다고 할수
있는 것 등임. 특목고 등의 폐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교육적인 측면
에서도 문제가 있는 결정이지만 주택가격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
의 주택가격을 인상한다는 측면에서 주택가격의 안정측면에서도 문
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함.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안정에는 각 지역

의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지역 인프라를 골고루 분산시키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교욱인프라의 분산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것임.
28

- 임대차3법의 개정 및 궁극적 폐지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월세상한제(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제(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가격과 전세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주택임대차시장가격에 안정을
가져왔다기보다는 부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임.

현행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주택에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4년이라는 기간이 임대차기
간이 되므로 공급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장환경하에서는 전세보
증금의 선인상이 전세보증금인상의 기폭제가 될수 있는 단점이 있음.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의 차이가 점점커지면서
신규계약의 경우 인상폭을 더욱크게 만드는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상황을 좋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입안된 것이
지만 실제 상황은 더 나빠지는 현상을 만들어 민사관계에 있어서 정
책의 과도한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극한상황을 부추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내지 폐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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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조세)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근본적 문제점
1. 부동산 가격 안정의 문제는 부동산 공급, 지역의 인프라조성, 교육
환경, 금리, 조세 등 복합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의 문제를 조세정책에 너무 의존한 것이 패착임. 조세정책에 의존하
기 보다는 공급문제(서울 강남권의 용적율을 대폭 올리는 것 포함)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데 정권 말기가 되어서야 주택공급정책
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2.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여차례 이상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니왔
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함. 취득세, 보
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인상하여 사지도 팔
지도 보유하는 것도 힘든 상황을 만듬: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안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세가 아니며, 보유세는 적절하게,
양도소득세는 낮추어서 퇴로를 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인상한 것은 최악
의 부동산 조세정책을 구사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음.
- 부동산 관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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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함, 국세)
양도소득세(국세)
취득세(지방세)
문제점:
1.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너무 무거움(1세대 1주택이고 은퇴하여
연금소득뿐인 경우, 오래전에 취득한 주택이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가

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밖에 볼수 없음)
2. 1세대 1주택과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차별을 확실히 하지
않아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지 못함: 종부세 세율 인상시 1세
대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도 인상함.
3. 종부세의 세액계산시 공시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공시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한꺼번에 인
상하여 결과로 산출된 세액이 납세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됨.: 세액부
담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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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액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데 부동산 가격의 특성상 시가에
근접하다보면 시가를 초과할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시가의
60%~70%로 형성되어 오던 것을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인상하고 공
정시장가액비율은 노무현정부때 종부세 부담이 너무 무거워 줄여주
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이마저도 인상하였고 동시에 세율도 인
상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임
- 개선방안
1. 1세대 1주택과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의 차별을 확실하게 하
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기존의 상

태로 환원하여 대폭 줄여주어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
택이더라도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12억
원정도로 그 기준을 인상하여 현실화하여야 함.(2021년 8월 현재 서
울 소재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었음)
2.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도 한시적(약 3년)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여
주는 정책을 구사하여 퇴로를 열어주어야 하고 이후에는 1세대 1주
택을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겁게 하더라도 무방하
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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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부세 계산에 있어서 공시가액은 시가에 근접하는 것보다는 기존
의 시가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그 본
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낮추어야 하고 종부세 부담은 세율의 조정으로
세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효율적임.

■ 주요 내용 요약
1.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는 용적율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공
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임.
2.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관련하여 현재 조정지역에 적용하는 2년소
유와 2년거주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차별적
인 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함(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현행 비과
세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일정금액 5억원이나 10억원을 공제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음)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
유특별공제의 경우 토지 및 건물로서 3년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본
래의 도입취지에 맞게 거주기간에 불문하고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

제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되는 상황에서 현재
의 조정지역에 위치한 1세대 1주택에 2년이라는 거주기간을 두고 있
기 때문에 굳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해당요건에도 또 거주 요건을 두
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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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는 적정하게, 양도소득세는 낮게 유지하
여야 시장에 부동산 공급물량이 나올 것임(장기적으로는 종부세는
재산세에 편입시켜야 하고 종부세가 재산세에 편입되기전이라면 1세
대 1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부과하지만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1세대 1주택과 1세대 다주택의 차별화 정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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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수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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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개편방안 – 부동산 금융부문
고성수 교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 주택금융 관련 규제의 강화는 코로나 이후 격화되고 있는 자산 양
극화, 금융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주택가격의 상승은 내집마련을 꿈으
로 살아온 국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 지난 9월 3일 KB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서울 3분위 가구의 3
분위 주택 구입을 위한 소득대비 집값비율(PIR)이 18.5로 나타
나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 중위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을 18년 반 동안 꼬박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음.
○ 이는 현 정부 출범시 (2017년 5월) 10.9에 비해 7년 반 정도 연
장된 결과임.
―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현 정부는 주택금융관련 규제를 강화하
여옴.
○ 주택수요의 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주택금융관
련 규제의 강화는 유례없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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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속적인 금융규제로 지난 연말에 비해 지난 8월말까지 주
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높은 가격상승기 임에도 불구하고 4.14%
증가하여 다소 축소된 상황임.
○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와는 달리 전세자금대출은 기간 중
14.02%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가계대출 증가액의 51.5%로 절반
을 넘는 수준을 보여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있음.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현황>

출처: 동아일보 2021.09.06.

― 투기적 투자자를 억제하기 위한 목표로 도입된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실제로 내집마련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집값의 높은 상승은 국
민들로 하여금 ‘영끌’이라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있음.
○ 주택금융의 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단은 LTV(주택담보인
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금리 등이 있으나 최근
정부는 이외에 총액한도 등을 추가하여 대출을 극단적으로 억제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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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의 경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저자산가에게 효과적인
규제이며 DSR은 소득대비 대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소득
자에게 불리한 규제임.
○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관련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
상 또한 추가적인 주택가격 억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금리
의 인상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적극
적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움.
○ 이와 같은 금융규제는 저소득, 저자산의 서민·중산층에는 넘기 힘
든 규제이나 고소득·고자산가 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여
자산의 양극화를 확대하게 됨.
* 최근 서울지역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의 55%가 현금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자를 중심
으로 금융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임차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자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시장의 연
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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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섭 변호사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44

32평 아파트 무한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하락
-제대로 된 부동산 공급정책-

원영섭 변호사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1. 부동산가격의 지향점
정부나 정치권 누구도 현재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내려
가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유주택
자와 무주택자 사이에 여론의 갈등사항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다. 방향성 있는 메시지를 내지 않거나 모호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매세지 그 자체가 가지는 정책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
어, 현재 부동산 시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패닉바잉 즉 여기서 부동산
을 적극 매수해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수요를 자극한다. 반대
로, 현재 부동산 시세를 내리겠다고 하면, 수요를 진정시키고 대기시
키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가격 하락의 메시지를 주면서 가격 상승의
정책을 구현했다. 이는 매수를 보류하고 있던 수요층에게 완전한 허
탈감을 안겼고, 매세지의 정책능력은 마비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전
망으로서 가지는 정책이 가지는 비전은 완전히 용도폐기되었다. 각자
도생, 아비규환만 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다. 이대로는 국
민이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개되고 있고, 부동산 가
격 하락이 새로운 정부가 지향할 어젠더로 채택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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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확대론의 함정
부동산을 시장원리에 맡긴다고 하면서,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
는 진부한 공급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의 방법론이 표상의 숫자 늘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한다. 수용과정에서 풀리는 돈이 유동성을 높
여서 다시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다. 공급확대가
부동산상승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사례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현
재 공급초과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공급확대론
은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채질 할 뿐이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공급해
야 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사결정의 영역이 될 것이다.
3. 32평 아파트 무한공급, 수요자 중심의 공급확대
32평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기함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정
책은 중소형주택에 맞춰줘 있다. 흔히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공급
도 결국 중소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과 결을 같이 한다. 주택공
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32평 아파트를 집중공급해야 32평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중소형 평수의 주택이 같이 하

락한다. 따라서 32평 아파트를 무한공급함으로써, 전체 부동산 시장
을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공급확대정책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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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시장 연구에 대한 아쉬움
부동산 시장의 조절은 고대의 치수사업에 비견될 만 한다. 국민생활
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부동산시장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훌
륭한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전문영역을 갗춘 사
람이 태부족하고,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이 한 분야로서 접근하고 있
다. 훌륭한 인재들을 통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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