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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세율규제에 따른 문제점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of Home Sales Tax Rate Regulation
서권복*

Kwon-Bok Seo 

요 약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

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

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

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

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주요어 : 주택매매, 세율규제, 취득세, 장기보유, 양도비과세

Abstract We humans try to pursue a better living environmen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In particular, it is a reality that a lot of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food, clothing, and 
shelter. Among them, the concept of housing serves as a major fun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However, the government's excessive tax rate regulation policy surrounding the sale of such houses is actually 
inducing annual or monthly rent expenses. Furthermore, it is a reality that even home sales are not being 
handled smoothly. In general, the cost of owning a house (apartment, etc.) can be divided into acquisition and 
possession. In addition, a lot of taxes are borne by long-term housing. Subsequently, due to the increase in the 
transfer tax rate due to the sale of houses, the disposal of property rights is not free. This serves as a limiting 
factor for market principles. If the tax rate for the transfer of multi-homed people is raised, it can cause a 
phenomenon that encourages yearly or monthly rent. This is a part where it seems necessary to reduce the 
transfer tax rate according to the multi-year retention period. If you hold it for 20 years after acquisition, you 
have paid a lot of taxes and returned your profits. For that reason, you should not impose a transfer tax for 
trading. The application of the tax-free principle for houses held for more than 20 years will respond to market 
principles in the future and will function effectively in annual or monthly rent policies.

Key words : Home Sales, Tax Rate Regulation, Acquisition Tax, Long-Term Retention, Transfer Non-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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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의 과학기술 및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살

아가면서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나

아가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주택법상의 주택이

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

분한다.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

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1,

1의2). 이러한 주택은 가족 수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

해 1인 1가구나 다가구 형태로 유지하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나 활용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1가구를 소유하더라도 그 취득에서부터 유지

관리하려면 많은 비용과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중한 비용부담을 덜기위해 어떤 사람은 차라리

고가의 전세나 월세로 자신의 삶의 질을 충족시킨다.

이는 시장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의 일부

이다. 최근 이러한 주택의 이용에 대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든가 전·월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

겠다고 하여 시장원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추세

이다. 환경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일일

이 개인의 사소한 일까지 뒤치다꺼리 하는 것은 비효율

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2017년 말 가계부채는

1450조원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부채 규모가 1600조원

으로 150조원 증가했고, 올해 3분기 말까지는 다시 82

조원이 증가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100조원 가까이씩

늘어난 셈이다.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내년 말에는

1800조원, 2년 뒤인 2022년에는 2000조원으로 부채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1].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월세에 세금을 부과하고 전월세 상한

제를 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는 시장원리에 맡겨

두어야 하며 지나친 가격규제는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

일으킨다. 최근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에 국세청의 전월세 과세계획

을 알아보고 주택유지·관리비용의 면밀한 분석과 향후

주택수요의 전망을 분석하여 주택임대차 가격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다. 장기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확대 외에도 장기

보유주택의 양도세 면제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엔 주택유지·관리 비용의 분석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Ⅱ. 주택유지·관리 비용 분석

1. 주택보급률

2019년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 총 주택은 1,813만 호로 2018년

1,763만 호보다 49만 호(2.8%)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

은 392만 호로 전년 대비 3만 호 감소한데 비해 공동주

택은 1,400만 호로 전년 대비 52만 호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주택보급을 둘러싸고 여전히 전·

월세 가격상승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

역별 주택보급률을 따지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평균보

급률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편차가

존재하여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문제가 심각한 수도권만을 보면,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7-98%로 심각성이 두드러지지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주택보급률이 111%로 심각성이 많이 완화된다[2].

서울의 경우 취업, 수험생 등 젊은 층으로 구성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원룸의 경우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택보급

률의 수치는 실제보다 왜곡되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통계는 바

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인구 천 명 당 주택수라는 개념

등 다양한 형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도권 인근으로 이주하여 대

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개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전·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이 5년마

다 집계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형태별 비중을 보

면, 2000년 14.8%이던 월세 비중은 10년 새 21.4%로 증

가했다. 2010년 기준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8.2%

인 830만가구로, 2025년에는 6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의 규모와 공

급 물량을 1~2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나가야 한다. 과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D%83%9D%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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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부동산 투기 시대에 도입된 무차별적인 대량공급 시

스템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

주택 정책 역시 월세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임

대인의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임대를 선호하며 임차인

의 경우는 주택매매로 인한 소유보다는 전세임대를 선

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2. 주택유지·관리 세금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

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 취

득시 들어가는 비용의 구성을 보면 ① 취득세 ② 농특

세 ③ 지방교육세  ④ 인지.증지대  ⑤ 채권할인비용  

⑥ 법무사비용  ⑦ 중개수수료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

다. 이 외에도 당해주택에 대한 조사나 발품 등 부대비

용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 보유시의 재산세와

관련, 201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세율 및 계산법

(feat. 다가구주택, 겸용주택)에 이어 재산세 특징으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매매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6

월 1일이라는 의미는, 6월2일 소유자가 되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세법을 아는 매수

자라면 잔금일을 6월 2일로부터 뒷 날짜로 하고 싶어

할 것이며, 매도자라면 6월 1일로부터 이전 날짜로 하

고 싶어 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Ⅲ. 주택매매 세율규제의 문제점

1. 양도세율의 비효율성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

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

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

향 조정된다.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

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

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

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3]. 예를 들어 10년 전 10

억원에 사들이고서 실제 거주 기간은 2년뿐인 아파트를

20억원에 팔았다면(양도차익 10억원) 2020년까지는 양

도세가 2,273만원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8,833만원으로

급증한다[4]. 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에만 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가구 이상의 다주

택자의 경우는 모두 합쳐 15억 이상일 때 재산세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85㎡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일 경우는 세제를 완화하며 임대소득에 대한 일체의 개

입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2. 재산권 보장의 의미

개인의 재산권보장은 헌법상의 기본권체계 내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서 형성하도록

그에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개념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

탕이 될 수 있는 모든 권리로 점점 더 확대되었다. 따

라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

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

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5]. 이러한

재산적 가치를 높이려면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경

우에도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입주자들의 일

상에 밀접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불안, 정지 고장 등으

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고원

인 분석과 자재를 확보하는 상시점검 프로그램을 개척

할 필요가 있다[6]. 또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

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

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

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

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ㆍ수익권

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7]. 이와 같이 개인

의 재산권보장은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

능 외에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그 근간으로 한다. 개

인 재산권에 대한 이중과세는 지양되어야 하며 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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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향후 주택수요의 전망

1. 전월세 현황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

자들인 가운데 최근 월세비율 증가세가 자가비율 증가

세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행정구역별 주택점유형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 국민의 자가비율은

58%이며, 나머지 42%는 전세 15.1%, 보증금 있는 월세

19.7%, 보증금 없는 월세 3.3%, 무상 3.9%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

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

국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했으며,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18

년 5.5배에서 ’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노년

기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는 노인가구 뿐만 아

니라 사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8]. 이렇게 되면

자가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나아

가 자녀들의 전·월세 수요 또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17

∼’19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20∼’25)을 예상

하고 있는데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월세 시장을 월·분

기·연도별로 흐름을 파악하려면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

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나친 임

대료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전세대란을 막으려는 단

기적 방편보다는 주택거래정상화와 다주택자 세제혜택

등을 통해 너무 비정상적으로 쏠린 전세수요를 분산하

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임대공급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통해 전세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게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실

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줘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9].

2. 인구감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에 의하면 총

인구는 2020년과 2030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다. 인구성장률 또한 2020년 0.28%에서 2060년

-1.00%로 줄어 더 이상 주택 전월세 대책이 필요 없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경기에 민감하게 작용

하여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자연증

가에 의한 마이너스 성장시점은 인구성장 가정에 따라

빠르면 2016년(저위), 늦으면 2036년(고위)경에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2028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

는 마이너스 자연증가의 시작점이다. 인구피라미드는

2010년 현재 20대 이하가 전체인구의 37.3%, 30~50대는

47.2%, 60대 이상이 15.5%로 중간 연령층이 많은 종형

구조에서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특히 고령)

이 넓어지면서 2060년에는 20대 이하는 21.8%로 감소

하는 반면, 60대 이상이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역삼각형의 항아리 구조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0].

3. 실효성 확보방안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해

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침 또는 행동방안을 의미한다[11]. 주택경제질서

를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면 월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 전세자

금 대출을 어렵게 하면 전세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원

리에 맡겨야 하며 인위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주택구입을 미루는

잠재적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

주함으로써 많은 세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실질적

인 주택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주의하

에서의 주거형태의 선택은 개인의 소득 수준 및 가족

의 수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유재산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활동은 경제활동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과

정에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주

거형태에 일일이 간섭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연스런 흐

름에 맡겨 두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가구 절반이 1～2

인 가구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다. 과거 고령화

사회 문제는 건강과 빈곤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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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12]. 그러

나 이제는 다양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대체수단

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이다. 향후 주택공급의 다양화와

세제정책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공

급의 다양화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확대 및 장기전

세주택의 공급확대 등이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13].

현재 장기전세주택은 서울특별시에서만 운영·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으로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 입주

자격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사이트를 참고할 필요

가 있다[14].

Ⅴ. 결 론

향후 전세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세금을 매기

는 것은 이중과세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전세보

증금은 소득이라기보다는 세입자에게 빌린 일종의 ‘무

이자 차입금’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부

동산제도의 수시변경은 부동산 경기위축을 가져오며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임대료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

하게 하는 조치 즉, 임대료상한제 도입이 문제되고 있

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며 경제논리에

의해 주택을 결정하는 원리보다 오히려 시장개입이 되

는 것이다. 신규 주택을 건설하도록 지원정책을 변경하

면 이는 시장에 신규주택이 공급되어 주택가격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위주의 정책을 우

선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조치가 오히려 현명한 방

안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할 것

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해 오히려 주택건설상한제를

도입해야할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전월세 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

장을 강화하려면 2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등 제반 조건에 관계없이 일체의 양도세를 부과하

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는 그 동안 이미 취득세, 재산

세, 종부세 등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로 더 이상

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주택매

매는 늘고 전월세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세제정

책의 혁신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완화이다. 임대소

득 증가에 대한 세금 및 건보료 인상은 이중과세의 위

험이 뒤따른다. 이는 주택보유세로 대체되어야 한다. 여

기에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을 늘려 시장원리에 의한 주

택정책이 자리 잡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이는 주택임대

차 가격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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