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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김택*

Taek Kim 

요 약 본 논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중과로 투기 세력을 잡겠

다고 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공급보다는 재건축 규제나 은행 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강조하며 대책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토지는 인구증

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 수립하

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 질서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

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

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어 되돌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

동산 문제을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 : 부동산정책, 부동산 법제, 임대차법, 양도세, 수요, 공급,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government real estate policies. Moon Jae-in 
government shifted toward regulation and pledge to curb the tax imposed by speculators. It strengthened 
regulations on reconstruction and bank loans rather than supply, and raised capital gains taxes. As the 
government implemented measures, emphasizing political logic rather than the economy, the market is unstable 
and the economy is in a recession. Land has increased the vicious cycle of problems due to population growth,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wealth growth. Mis-established land policies not only accelerate land prices, 
but also accelerate the use of disordered land and lead to disruptions in the trading order. In addition, real 
estate is so difficult to recover from the land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contain water that has been spilled 
once. This is called the irreversible nature of land. Once the land price rises, it is difficult to regain control 
and reckless development leads to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making it difficult to return. This is why 
such a complex real estate issue should not be implemented as if it were a punish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government polici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real estate policies and to examine 
ways to impr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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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는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다. 희랍의 철학자들은 토지를 만물의 근

원이라고 보았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코로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

동양에서도 토지를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땅은 만물을

싣고, 하늘은 해와 별을, 사람은 땅에서 재물을 얻고,

하늘에서 법칙을 정한다고 하였다. 도가사상의 선구자

노자는‘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 하여 사람은 땅에 의지하고, 하

늘에 의지하고, 하늘에 도를 정하니, 도는 자연에 있다

고 하였다. 노자의 인법지는 토지를 사람과 동일시하였

다고 본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조지는 ‘토지를 생

산의 기본요소이고 인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보았

다. 그러나 토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

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

산 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토지가격 상승뿐

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 질서

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

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

어지어 되돌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동산문제를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

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1].

문재인 정부 들어 다가구주택 자의 세금 중과로 투

기 세력을 잡겠다고 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

다. 재건축규제나 은행 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강조하며 대책

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

다. 물론 문제가 되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함으로

써 일부 강남 부자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나 무엇보다

도 돈 없고 연줄 없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

동산규제정책이 강남에서 지방까지 시행하고 있다. 즉

지방 아파트 가격이 2016년 -0.28%, 2017년 -0.41%를

기록했고 올해는 4월까지 0.73%가 떨어졌다고 한다. 부

동산값이 떨어지면 건설 경제도 위태롭고 경기도 악화

한다. 또한 투기 잡는다고 은행 대출의 축소나 금리도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게 된다. 도시

서민들이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

기 마련이고 건설사도 공급하면서 건설 일잘 리도 늘어

나게 된다는 것은 경제 상식이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사

는 것이고 주택을 사며 소비가 살아나면 경제도 선순환

의 경기 호황이 일어나게 된다. 최근 미국도 건설 산업

이 경제성장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미

국에서 건설 중인 주택은 112만5,000가구로, 2007년 7월

이후 가장 많다고 한다. 미국의 작년 한 해 동안 건설

분야에서만 35% 늘어난 2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

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

은 상승세가 주춤하고 부동산경제는 얼어버렸다. LG경

제연구원의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내 경제

성장률이 작년(3.1%)보다 다소 낮아진 2.8% 수준에 머

물 것으로 전망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내림세라고 보았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부동산 양도세, 보유세, 거래세를

중과하여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데 손뼉을 치지 않을 사

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강력한 규제로 경제가 침

체하고 서민들의 집 마련 기회마저 앗아간다면 빈대 잡

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를 억제하는 길은 규제다. 그러나 규제로 부패가

잉태된다는 역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먼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을 둬야 한다. 현재 분양가를 규

제하여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내는 횡재아파트가 서

울에서는 부지기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

고 로또 횡재를 부추긴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본다. 청

약제도의 허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분양대금뿐

만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게 하는 입찰 제

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채권 판매수익을 서

민들의 주거 복지에 투입하면 건설경기나 주택시장 모

두가 살아남게 된다고 본다. 결국 토지는 부자나 빈자

모두 인간의 동등한 권리로서 형평성(equity)에 맞게

취득하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상을 인식해야 한다

[2]. 본 연구는 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논리와 타당성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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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법제, 부동산 3법,

임대차법 등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언

론보도, 부동산 법률을 분석하였다.

3. 문헌 연구

김형선은 부동산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

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땅이 필요할

때 투기가 아닌 적정가격에 사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부동산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태교는 외환 위기 발생의 전 과 이후의

부동산정책을 고찰하였고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조세의

효과를 중시하였다 [3].

김정진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평가’에서 그는 보

유세와 관련 ”한국의 보유세 논란은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았고, 저 자산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 전반의 체제와도 맞지 않게 진행되

고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2,000만 원대 쏘나타 승용

차의 소유자가 1년의 자동차세를 50만 원 이상을 내는

현실에 대해서는, 비분강개하는 신문 기사는 눈을 씻고

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4].

정권섭은 토지의 사유 소유권은 단지 능력과 목적에

따른 한시적 이용권만이 보장될 수 있고 토지의 사유는

불평등 심화의 요인이기 때문에 과밀도시의 토지 등 특

수한 경우에는 대증요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

장했다[5].

이창석은 국민 모두의 복지향상과 사회 정의의 실현

을 위해서는 토지에 관한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하여 토

지공개념 확대 도입의 긍정적 측면이 강조된다고 보고

토지문제가 안고 있는 제반 사항을 돌이켜 볼 때 토지

문제에 대한 시책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적극적 도출과

참여라며 토지의 특성과 경세제민, 국민복지 등과 관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

Ⅱ. 부동산 정책과 법률 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3년간 나온 부동산 대책

이 25건에 달한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적

이 있다. 2017년 6월 19일에 발표된 6·19 대책 이후 25

건의 부동산정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시장, 주

거정책, 토지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친 각종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수치다.

이중 주택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토지 관

련 정책을 제외한 주택 및 주거정책은 23건이었다. 조

정지정대상 지역을 추가한 6·19대책을 시작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8·2대책이 2017년에 나왔고, 이듬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9·13 대책이 대표 사례로 제시

됐다. 지난해 말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재차 올린 12·16 대책과 올해 2월부터 잇따라

나온 부동산 대책이 모두 포함됐다[7].

1.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은 부동산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공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

다. 부동산정책 이란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부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행위

를 말한다. 부동산정책의 목적은 사익성보다는 공익성

추구에 있으며 최근에는 사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

고 이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8].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기본 골자인 ‘투기적 대

출수요 차단’과 ‘실수요층을 위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LTV,

DSR, RTI 등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

다. 여기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규제 강화,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의 대책이 포함

됐다.

그런데도 시장은 잠시 안정을 보인 뒤 다시 상승을 이

어갔다. 2·20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은 꾸준히 나

왔으나 역시 큰 효과 없이 시장을 안정시키지는 못했

다. 6·17 대책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

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매자 중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

입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 대책이었다.

여기에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로 강화하고, 다

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한 7·10대책이 연이어 쏟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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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

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이 낙제점으로 평가했다고 28일 밝혔다.

OBS 의뢰로 지난 22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60점 미만(63.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90점 이상(12.4%), ‘70점 이상~80

점 미만’(7.8%), ‘60점 이상 ~70점 미만’ 7.5%, ‘80점 이

상～90점 미만’ 6.4% 순이었다. 

나이별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60점 미만이

라고 답변한 세대는 30대와 70대 이상이 74.6%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20대·30대 66.7% 〉 60대 66.7% 순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60점 미만이라는 답변은 대전/충남/

충북이 70.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서울 67.9% 〉 대

구/경북 67.7% 순이었다.

이념성 향별로는 60점 미만이라고 답변한 층은 중도가

70.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67.3% 〉 진보

47.6% 순으로 응답했고, 90점 이상이라고 답변한 층은

보수 21.8% 〉 진보 13.3% 〉 중도 9.5% 순으로 조사

됐다[10]. 이와 같이 국민 대다수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였는데 특히 30대 세대에서 비판

한 것은 일자리와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세대라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본다.

2. 부동산 3법 개정내용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잇따른

부동산정책의 추진으로 주택 세금 관련 법도 변화를 겪

고 있다. 특히 부동산 3법이라 불리는 소득세법·종합부

동산세법·법인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

특법)’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최근 개정돼 관련 내용

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1)양도세

금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대폭인상된

다. 따라서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

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

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

다.

주택이나 입주권을 팔 때는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

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는 양도차익 5억 원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가정할 경

우, 1년 미만 보유 시 지금보다 세 부담이 1억 4,925만

원 늘어나 총 3억 4,825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세 부담이 지금보다 1억 2,490만

원 늘어나 총 2억 9,85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지

난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면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

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

했다가 올해 6월 2일 이후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

에서 해제되더라도 올해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에 해당하는 세율(0.6~3.2%)을 적용하게 된다. 양도소득

세 중과는 양도차익을 세금을 부과하여 주택시장의 과

열을 해소하여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와 단기적

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11].

그러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하여 2주택 이상 자는 매물을 거둬들여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look in effect)을 가져온다. 동결 효

과는 양도소득세에 겁을 먹은 소유자들이 양도세를 내

지 않기 위한 주택매각을 피하는 것으로 결국 임차인이

나 집을 구매하려는 예비 구매자에게 있어 매물이 감소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결국 주

택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어 집값이 오

를 수밖에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12].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

택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 6억 원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내년부터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공시

가격 전액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한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내년

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 부담 상한이 적

용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는 표 1 에서 보듯이 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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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주택 3주택 모두 과세 대상이고 전세금이 3억 이상

과세대상이 된다.

표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강한 인상.
Table 1.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urden increase for
housing

주택수 과세대상 비 과세대상

1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의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모든 월세수입
비소형 주택 3채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3채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원
이하

[출처] 한국부동산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Source:
www.korea.kr

3) 주택임대소득일세

세금이 부과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보유된 물, 전용

면적, 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주택임

대소득 중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

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월세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1주택자도 과세 대

상이 된다.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이 넘은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

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13]. 표 2에서 보면 2주택 이하의 경

우 개인은 0.5%에서 0.6% 인상됐고 3주택이상 조정지

역 2주택의 경우 0.6%에서 1.2%로 인상됐다.

표 2. 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기준
Table 2. Criteria for determining subject to rental income tax

과세
표준

2주택이하
3주택이상,조정지역2주

택

20년적
용(개인
.법인동
일)

21년적용

20년적
용(개
인,법
인동
일)

21년
적용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이하 0.5% 0.6%

3%

0.6% 1.2%

6%

3억-6억 0.7% 0.8% 0.9% 1.6%

6억-12
억

1.0% 1.2% 1.3% 2.2%

12억-50
억

1.4% 1.6% 1.8% 3.6%

50억-94
억

2.0% 2.2% 2.5% 5.0%

94억초
과

2.7% 3.0% 3.2% 6.0%

[출처] 한국부동산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Source: www.korea.kr

3. 임대차법 내용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전세시장은 급격한 오름

세를 보이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1~11

월까지 누적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5.72% 상승했다.

2015년 6.95% 이후 최고치다. 월별 전세금 변동률은 임

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6월까지는 0.1~0.4% 상승했다.

그러나 7월 0.51%를 기록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11월

에는 1.02%를 기록하며 2011년 10월(1.10%) 이후 최고

치를 기록했다.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

고제를 내용으로 한다.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

월세신고제를 제외하고 두 제도는 7월 31일부터 시행됐

다.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 갱신 청구

를 보장해 기존 2년이었던 계약기간을 2+2년으로 연장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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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

대료의 5% 내외로 정하게 한 제도다.

신규 임대차법이 시행되자 집주인들은 실거주하거나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공급량이 줄어들었

다. 집주인들이 새로 전세 세입자를 구할 때는 시세보

다 가격을 높게 부르는 일도 발생했다. 서울 지역에서

는 기존 전세 계약 갱신과 새로 계약서를 쓸 때 전셋값

격차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14].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아가 27만여 명이고

사망한 사람은 30만여 명으로 사망자가 더 많은 약세전

환지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일자리나 부동산이

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집이 있고 직장이 있으면 아이

를 낳지만 그러질 못하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는 생

각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육아 부담이라든지 천

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등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가

장 큰 이유라고 본다. 특히 부동산정책은 관련성이 매

우 크다고 본다. 현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13%나 올랐다고

한다. 이미 전국도시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가격이 상

승했다. 현 정부는 24번이나 부동산정책을 마련하여 발

표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는 실패로 귀결됐다. 또

한 전셋집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임대차법은 임차인

을 보호하는 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있지

만 임대인은 이런 법을 이용하여 집값을 올리는 변칙을

써서 전셋값은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으로 영끌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젊은이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사치 못한 무주택자 청년과 서민들은 까

마득히 치솟는 전·월세 가격 앞에서 분노하고 고통과

절망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해 도입했던 ‘주택임대차 보호

3법’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자

평했다.

여당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

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이

공개한 한국부동산 원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의 전세가

2~10억 원 사이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3주 차 기준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3.3%로 나타났다.

허 대변인은 “전세 만기를 앞둔 기존 계약 10건 중 7건

이상이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은 “주

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까지 1년간 평균 통합 갱신율 57.2%에 비해 16.1%포인

트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세

물이건 등록 건수도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0월 2만2,778건에서 12

월 4만1,999건으로 늘었고, 수도권도 같은 기간 4만

6,827건에서 8만 9,90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허 대변인은 밝혔다. 즉 “전세물이건 대비 준전세 매물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

환되는 비중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 1년 평균보다

많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15].

이와 같은 원인과 처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 무엇보다도 부동산 규제법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

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임대인은 이에 대해 4

년 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고 있다. 결국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전세가 사라질 판이다. 임차인의 경우 이

자 없는 전세를 통해 집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임대인은

2년 후, 4년 후를 생각하여 전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이

것마저 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둘째, 집을 가진 2주

택 이상은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번 정부는 7·10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현

행 0.6~3.2%에서 1.2~6.0%로 늘렸고, 양도세도 1년 미만

은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증액시켰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를 못하고 혼란

만 가중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로 생긴 양도 차액을 환

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로소득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집을 양도하여 얻는 불로소득자는 일부라고 본

다. 집에 가진 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종

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보유세로 틀어막으면 누가 집을

팔겠는가? 따라서 양도세 인하를 통해 매도가 활성화되

어야 한다..

셋째, 서민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값싼 공공임대주택

을 계속 공급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이 건립되질 않으니

주택가격은 껑충 뛰고 있다. 다시 말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처지다. 이러니 집 한 번 분양하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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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 일의 경쟁률이 나타나고 로또 분양이 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저가 분양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미

국처럼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주택을 1억만만 내고 입주하여 20년 동안 나머지 금액

을 상환하도록 해서 누구나 집을 살 권리를 누려야 한

다.

넷째, 외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구매의 부작용이 만

만치 않다.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수

십 채씩 싹쓸이하여 임대로 주고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

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 등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사

들인 외국인 토지는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현

재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

고법'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목적 등과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

토지소유상한 법, 외국인 주택매매제한법을 만들어 부

동산규제를 가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대출 등 여러 가

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은 역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다.

다섯째, 지금의 여러 부동산 관련 법을 단일 토지세

도입으로 단일화하여 조세규제를 혁파하여야 한다[16].

정치경제학자 조지헨리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

서 ” 토지는 인간의 노동에 의하여 구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과는 관계없이 원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마

하며 부에 대한 사적소유는 인정하지만 토지에 대한 사

적소유는 정의에 부적합하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

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만으로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부과로 저항

이 상당하고 주택매도도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도세나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매도물량이 많

아져 부동산 토지가격이 안정되겠지만 공급의 동결효

과가 발생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어렵게 만드는

악순화이 발생한다고 본다[17].

정부는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 부동산규제는 부동산을 투기

와 혼돈에 빠트리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본다. 신임 국

토부 변창흠 장관은 취임식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설 전에 발표하겠

다"라며, 신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을 가장 중시했다. 국민의 주

거 안정과 행복을 위해 위정자들이 좀 더 국민을 생각

하는 정책을 만들길 기대하는 것이 기우가 아니길 기대

해 본다[18].

Ⅳ. 결 론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10%포인트 올렸다. 올해 6월부터 적용될 예정

으로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정책이다. 정부입장에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시 과세되므로 경기변

동에 따라 세수입이 달라져 세원관리와 예측이 곤란하

나 보유세의 경우는 대체로 세수입의 변동이 적어 양도

소득세의 경우보다 세원관리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양도 거래과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를 개편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것

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을 다시 뛰게 하는 요인이

다. 게다가 집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해서 중과를

피했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 효과도 제한적이다. 지난해

1~11월 주택 증여는 13만 4642건으로 역대 최다였음이

이를 방증한다.

집으로 폭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다. 부동산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못 본

이유는 7·10 대책 같은 것을 정권 초반에 과감히 내놓

지 않고, 땜질 처방만 거듭한 데 있다. 지금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가격 하향안정이란 원칙은 지키면서,

수요 있는 곳에 알맞은 공급을 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19]. 결국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20.]. 민주

주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정부도 그 기능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본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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