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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그 중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급등세를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정부의 강력

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 정책과 아파트 가격 양극화 간 상관관계를 규명

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각 정부 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찰과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제인 규제 정책과 아파트 가격 양극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

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이하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타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차이 값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선행 연구를 통하여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6가지의 변수와 정책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지역 간 비교에서 규제 정책이 양극화에 미치는 정도가 가

장 큰 경우는 강남 3구-수도권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였을 때는 정책 발표 후 12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모든 지역에서 규제 정책이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로 인하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과는 달리



- ii -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도

시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하여 실시한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신규 주택 공급 감

소의 우려 속에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주

요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규제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규제 정책이 어떻게 아파트 가격의 양극

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바탕이 되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규제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여 보

다 개선된 부동산 정책 수립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

다.

주요어 : 규제 정책, 아파트 가격, 강남 지역, 양극화, 안정화, 다중회

귀분석

학 번 : 2017-28184



- 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제 2 장 부동산 정책 이론에 대한 고찰 ·············4

제 1 절 부동산 정책의 개요 ····································4

1. 부동산 정책의 정의 ·····························································4

2. 부동산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5

제 2 절 부동산 정책의 유형 ····································6

1. 부동산 정책의 종류 ·····························································6

2. 규제 정책 ···············································································7

3. 부양 정책 ···············································································9

제 3 장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토 ··· 12

제 1 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12

제 2 절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15

제 3 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19



- iv -

제 4 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4

제 1 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24

제 2 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25

제 5 장 부동산 규제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 32

제 1 절 변수선정 및 정의 ·················································32

제 2 절 분석방법과 연구모형 ··········································36

제 3 절 연구분석 결과 ·······················································37

제 4 절 결과 해석 ·······························································48

제 6 장 결론 ································································57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57

제 2 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62

참고문헌 ········································································66

Abstract ········································································69



- v -

표 목 차

[표 1] 규제 정책의 종류 ······························································ 8

[표 2] 부양 정책의 종류 ······························································ 10

[표 3]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 13

[표 4] 이병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15

[표 5]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 19

[표 6]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25

[표 7] 종속변수 ············································································· 33

[표 8] 독립변수 ············································································· 33

[표 9] 더미변수_규제 ··································································· 33

[표 10] 더미변수_부양 ································································· 34

[표 11] 강남 3구-강북_1개월 후 ················································· 37

[표 12] 강남 3구-강북_3개월 후 ················································· 38

[표 13] 강남 3구-강북_6개월 후 ················································· 38

[표 14] 강남 3구-강북_9개월 후 ················································· 39

[표 15] 강남 3구-강북_12개월 후 ··············································· 39

[표 16] 강남 3구-서울_1개월 후 ················································· 40

[표 17] 강남 3구-서울_3개월 후 ················································· 40

[표 18] 강남 3구-서울_6월 후 ···················································· 41

[표 19] 강남 3구-서울_9개월 후 ················································· 41

[표 20] 강남 3구-서울_12개월 후 ··············································· 42



- vi -

[표 21] 강남 3구-수도권_1개월 후 ············································· 42

[표 22] 강남 3구-수도권_3개월 후 ············································· 43

[표 23] 강남 3구-수도권_6개월 후 ············································· 43

[표 24] 강남 3구-수도권_9개월 후 ············································· 44

[표 25] 강남 3구-수도권_12개월 후 ··········································· 44

[표 26] 강남 3구-전국_1개월 후 ················································· 45

[표 27] 강남 3구-전국_3개월 후 ················································· 45

[표 28] 강남 3구-전국_6개월 후 ················································· 46

[표 29] 강남 3구-전국_9개월 후 ················································· 46

[표 30] 강남 3구-전국_12개월 후 ··············································· 47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 자산순환 변동과정 ·························································· 48

[그림 2]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 49

[그림 3] 강남지역 매수우위지수 ················································· 52

[그림 4] 아파트 미분양현황 ························································ 53

[그림 5] 지역별 APT 매매가격지수 ··········································· 58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였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었을

때에는 규제의 완화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지나치게 과열되었

을 때에는 규제 정책을 펼쳐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하여 부동산 가격

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였다(정준호, 2008). 반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

고 이전 정부에서 실시한 20개 이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

다(김한조, 2011).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급의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이 아닌 주거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9·5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규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규제 정책의 실시 이후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거세지며, 강남 3구 지역의 가격 급등으로 타 지역과의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를 대상으로 각 정

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변화과정을 알아보며, 규제 정

책의 실시가 지역 간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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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고자 하였다. 양극화 발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소득이 높은 계층

일수록 기존 주택을 떠나 신규 건설주택으로 이동한다는 주택필터링 이

론을 바탕으로 하였다(김미경 외, 2013).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임기 절반이 경과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

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 강

남구, 송파구(이하 “강남 3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추

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남 3구와 비교 대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차이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통계분석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분석을 통하여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각 정부 별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의도하였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며,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각 정부 별로 추진한 정책이 어떠

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목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며, 현 정부의 정책

이 현재까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

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

까지 정부 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정부 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

한 이론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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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각 정부 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

산 정책에 대한 이론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각 정부 별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려 했던

부양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 이념을 계승했

다고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바

와 같이, 규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부동산 정

책의 내용 파악을 위해 각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언론에서 보도된 내

용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각 정부 별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파트 매

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RStudio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중

회귀분석이었으며, 회귀분석의 변수로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감정원, 한국

거래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각 정부 별 정책 보도 자료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내용의 결과를 요약하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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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부동산 정책 이론에 대한 고찰

제 1 절 부동산 정책의 개요

1.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의

부동산 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의하는 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행위자가 목적 지

향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으로서 정부 기

관 또는 정부의 관료가 부동산에 대한 개발 및 행위의 집행을 하는 것으

로 정의한다는 주장(김영진, 1996), 국민 전체의 공통된 생활기반인 부동

산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된 인간

관계를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하려는 공적 노력이라는 주장(조주현,

2000),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올바른 부동산 활동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행

위 또는 이를 실행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김한조, 2011) 등이

있다.

이처럼 이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

으나, 결국 부동산 정책이란 국민이 영위하는 삶의 터전에서 국민 전체

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분야이다. 지

가정책, 주택금융, 세제, 거래제도 등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 있는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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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주택정책, 주택금융, 주택산업의

육성, 지가정책, 토지정책, 국토개발 및 도시계획, 토지자원의 보존, 부동

산 세제, 부동산 거래제도, 부동산 행정기구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된

다(조주현, 2000). 이렇듯 부동산 정책은 타 정책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된 분야의 기관 및 관계자들과 유

기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

는 기관 및 담당자는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2. 부동산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인간이 영위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

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안정

근, 1997).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해

왔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지, 시장의 자

율적 의지에 맡기는지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다. 부동산 경제학

자들에 따르면 시장의 자율적 의지에 맡긴 결과,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

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이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

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 하에 실시되는 부동산 정책이 발전해 왔다고

보고 있다(백승기, 2001).

정부는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생산의 조정, 사유 재산권의 제한, 소득

의 재분배를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국민에게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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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역할을 한다(Dunleavy and O'Leary, 1987).

시장에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등은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실패 정

부의 개입 없이는 해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제 2 절 부동산 정책의 유형

1. 부동산 정책의 종류

부동산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규제 정책과 부양 정책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제 정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의 안

정을 가져오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고, 부양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

장에 거래의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다. 이렇듯 정부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직접 부동산 가격

을 통제하는 방법이며, 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토지 및 주택 공급이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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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에 대한 규제 등의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간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영향을 끼치는 방

법이며, 조세지원 또는 금융지원 등의 방법 등이 있다.

직접적 개입방식을 통해서 정부는 정책의 시장에 대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

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원의 잘못된 배분

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은

원 의도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

을 경우에는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원활히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 번 잘못된 개입의 방법으로 정부가 지속

적으로 개입을 해야만 하는 등 시장실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간접적 개입방식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직접 조절하지 않

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 가능성이 낮으며, 따라서 시장에서 부

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든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예

측이 어렵고, 공공재의 과소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의 필요에 따라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 개입방식을 혼용

하여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지는 공익 증진을 추구한다.

2. 규제 정책

규제 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가하는 규제나

간섭 등과 관련된 정책이며, 일부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특

정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데 정책의

목적이 있다(전광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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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정책은 과열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치솟은 부

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의 분양가가 인근 지역의 시세 이하일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급증한 수요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경

우가 있다. 또한, 신축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거둘 수 있

는 시세 차익이 자명할 경우 수요가 몰리게 되고,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

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과열된 투기를 가라앉히고 가격의 안정

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규제 정책의 종류로는 금융규제, 조세규제, 거래규제 등이 있으며, 세부

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금융규제

- 대출규제(DTI, LTV, DSR 등)

- 금리 조정

- 전월세 자금 지원

조세규제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각종 세무조사

거래규제

- 분양권 전매 제한

- 청약 재당첨 금지 및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 투기 단속

허가규제

- 재건축 및 재개발 안전진단 의무화

- 재건축 허용 연한 제한

-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실시인가 조정

[표 1] 규제 정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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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 정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는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외부 효과, 공공재 등으로 인하여 자원의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에

만 주택 공급을 맡겼을 경우 필요로 하는 공급량보다 적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며, 계층과 지역 간 분배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고 불균형 상태에 놓인 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놓고자 부양

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가 부양 정책을 실시하는 또 다른 사유로는 규제 정책의 실패가

있다. 정부가 규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나,

규제 정책의 본 의도와는 달리 공급의 감소로 인하여 오히려 가격이 상

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완화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도시화 및 대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 개발제한구역 설정

- 주택 거래 허가제 및 주택 거래 신고제 실시

이익규제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실시

- 재건축 시 소형 평형 의무 비율 지정

- 재건축 시 일반분양 주택 수 제한

- 분양가 상한제

지역규제

-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과밀억제권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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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못했던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로 여겨졌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양가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분양가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민간주택의 공

급이 위축되었으며,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 주택의 가

격을 상승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분양가의 규제로 인하여 기존 주택 가격보다 신축 주택의 분양가가

더 낮게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기존 주택의 시장가격과 신축 주

택의 가격차이가 나날이 심화되어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꾼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되었다. 특히, 입지적 요건의 유리

함으로 인해 투기 수요가 많았던 강남 3구의 경우 끝없이 치솟는 가격으

로 인해 강남불패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투기

과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억제하였던 규제를 부양하여 공급을 확대하

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정부는 제약하였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하는 부양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 정책은 공급이 주된 내용이며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SOC 개발

- 도로

- 철도

- 지하철

- 항만

- 공항

[표 2] 부양 정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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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

- 산업단지 개발

- 행정수도 이전

-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

주택 공급 확대

- 택지 개발을 통한 신도시 건설

- 임대 주택의 공급

- 재건축 및 재개발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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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토

제 1 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 투기세력 근절에 있었다.

이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IMF 극복을 위하여 실시한 수차례의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은 2001년부터 시장에서 그 효과가 나

타났으며, 2002년 들어서부터는 시장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두 번째로, 투기로

얻은 초과이득은 철저히 환수하여 투기 심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시장이 투기세력에 의해 반응하지 않고 세금의 전가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출범 초기

부터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을 국정 우선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150만호 주택 건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 공

급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다(김한조, 2011).

이 외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실태 조사를 통한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 등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였으며, 주거안정과 투기세력 근절을 목표로 꾸준히 부

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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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책명 주요 내용

2003. 05. 23. 주택가격 안정화대책

- 세무조사 실시

- 투기수요 차단

- 보유과세 강화

- 자금흐름 개선

2003. 09. 0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대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2003. 10. 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 주택공급 확충 및 수요분산

- 자금선순환 구조정착

- 투기근절 단속강화

- 부동산관련 세제개선

- 주택공급 제도보완

2004. 06. 08.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 최저주거 기준설정

- 국민임대 지속공급

-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 주거환개선지구

주민재정정착지원

2004. 11. 12.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

- 사업자 수익성 제고

- 재무적 투자자 참여 유인

2005. 02. 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 판교 공급관리 대책 마련

- 재건축시장 안정

- 기타 안정대책

2005. 04. 27.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 수요 부응형 공급체계 구축

- 지속가능 공급체계 구축

-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개선

- 관리효율화 및 임차인 참여

2005. 08. 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 서민주거 안정정책

-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 주택수요정책

- 주택공급정책

[표 3]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 14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안정되지 못하

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를 실시하였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의 경우 오히려 기존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가 확산되어 매

매 가격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의 경우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단지들의 경우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횡보하는 모습

을 보였으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단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서

수복, 2008).

2005년 2월에 실시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경우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을 야기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핵심이 되

는 판교 지역의 경우, 병행입찰제와 분양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판교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하자 판교 뿐 아니라 분당과,

용인 등의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였다.

2006년 11월에 실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고자,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

남권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강남권과

2006. 03. 30.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 서민 주거복지 증진

- 재건축제도 합리화

- 지속적 주택공급 확대

- 주택거래신고제도 내실화

2006. 11. 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 공급 확대

- 분양가 인하

- 주택수요 관리

- 서민주거 안정방안

2007. 01. 11.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방안

- 주택공급 제도개편

- 서민 주거안정

- 유동성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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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곽지역 주택 가격은 이러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과 국지적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오히려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실시해왔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시 물량 공급의

확대로 그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였다.

제 2 절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와 함께

출범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 침체와 맞물려 이전까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오던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

기 시작하였다.

경제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는 악재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규제 정책을 완화하여 다

음과 같은 부양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자 대책명 주요 내용

2008. 06. 11. 지방미분양 대책 추진

- 금융규제 완화

-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 업계 자구노력 유도

2008. 08. 21.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 주택공급 기반 강화

- 주택수요 확대 및 신규

주택거래 활성화

[표 4] 이병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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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기 보완

2008. 09. 19.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 서민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2008. 10. 21.
가계 주거부담완화 및

건설 유동성 지원 방안

- 가계부담 완화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방안

-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2008. 11. 0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 재건축 규제 완화

-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규제

완화

- 관급공사대금 채권보증 지원

2009. 02. 12.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완화

2009. 08. 27.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

- 보금자리주택 분양계획

- 투기방지대책

2010. 04. 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

- 미분양 해소 방안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2010. 08. 29.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 서민·중산층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주거비 경감 등 서민주거

지원 확대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 건설사 유동성 지원

2011. 01. 13.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 - 소형임대주택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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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완대책

- 자금지원 확대

- 정보제공 강화

- 중장기 수급안정

2011. 02. 11.

- 세입자 부담완화

- 민간임대주택공급 활성화

- 공공임대 공급 지속

2011. 03. 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DTI 규제 환원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개선

2011. 05. 0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건설사․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 주택공급여건 개선

2011. 06. 30.
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주택거래 활성화

- 전월세 시장 안정

- 취약계층 주거지원

2011. 08. 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 전월세주택 공급확대

- 전세수요 집중완화 및 분산

-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2011. 12. 0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

- 시장과열 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토지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전월세 가구 주거비 경감지원

-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중소형·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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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정책

뿐만 아니라 재정의 조기집행,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의 확

대, 4대강 사업 등 투자유발 효과가 큰 건설 사업 위주로 공공부문의 투

자를 확대하였다(최일용, 2012).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억제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고 서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공급 등

의 공급 확대론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공급의 확대는 과

열된 시장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고, 거래의 촉진을 가져올 것

이라 판단한 것이다. 출범 직후부터 전매 제한의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

제 완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투기를 억제

하기 위해 추진했던 여러 대책들이 과도하게 시장기능을 억제하고 있다

고 판단하고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기능의 회복을 중심으로 부양 정책

을 펼친 것이다(김종호 외, 2012).

집값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였던 이명박

정부는 규제의 완화와 공급의 확대라는 방법을 활용해 그 목표를 달성하

고자 하였다. 너무나 많은 정책의 제시로 인해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만

자극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김인만, 2017). 집

값의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는 상반되는 목표였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인

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였고,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 중 강남 3구에서 유의미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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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낸 정책은 1가지에 불과했다(김한조, 2011). 이명박 정부의 정

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당시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긴급하게

실시한 처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 3 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서민

을 위한 주거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주택 부문에서는 여전히 해

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음의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일자 대책명 주요 내용

2013. 04. 0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공공분양 공급 축소

- 보금자리지구 신규 지정 중단

- 행복주택 공급

- 생해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 미분양·신축·기존주택 양도세

5년간 면제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2013. 06. 27.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 완화

- 행복주택 시범사업 추진

- 주택바우처 도입

[표 5]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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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2013. 08. 28. 전월세 대책

-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

-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근로자·서민의 구입자금 지원

확대

-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최초 지원

-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마련

2014. 02. 19. 국토부 업무 보고

-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

실시

-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 수 만큼 주택공급 허용

-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완화

2014. 02. 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 LH의 직접 건설과

공공임대리츠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 고액 전세 임차인에 대한

주택기금 전세대출 금액 제한

- 임대소득 과세방식 강화

2014. 07. 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LTV(70%), DTI(60%)

일괄적용

- 디딤돌론 대출 자격 완화,

1주택자로 확대

- 청약통장 일원화로 재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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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감점제

폐지 추진

-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확대

- 주택건설 규모 제한 완화

- 안전진단기준 완화

2014. 09. 0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 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40년→30년)

- 수도권 청약 1~2순위 통합 및

기간 단축(2년→1년)

2014. 10. 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공공임대리츠 1만가구 확대

등)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의무임대기간 10년→8년)

2015. 01. 13.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

주택 뉴스테이 도입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도입

2015. 04. 0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2015. 09. 0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

- 집주인 리모델링 제도의

도입을 통한 독거노인·대학생

등 1인 가구에 주택 공급

- 뉴스테이 활성화

-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2016. 04. 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2017년까지 총

30만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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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단순 공급물량의 확대 정책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소득수준과 계층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공급을 추진하였

다. 또한, 기존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결과 민간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공공 분양 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서민의 주거안정화를 위하여 철도부지 및 공공 유휴지, 저밀

도 개발된 공공용지 등에 행복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기존 민간에서 공

급한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정재호, 2013).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민들의 주거 여건에

맞는 도심 내 다양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매입 자금·전세 자

금·주택 바우처 등을 통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매매거

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하

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전 정부들에서 실시하였던 단순 공급 확대가 아

닌 실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

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저금리 대출이라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다.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시대에 서민들에게 빚을 내 집을 사

-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2016. 08. 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 LH 택지공급 조절

- PF대출심사 강화

-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 중도금대출 보증 개선

(보증건수 최대 2건 제한,

부분보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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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부가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고, 이는 집값 하락 등으로 가계가 파

산하는 등의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초저

금리로 인하여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

라 전세금의 폭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급등한 전세보증금의 감당이 어려

운 계층에서는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주거

빈곤이 더 심해졌다(김경민 외, 2017).

공급의 과잉 역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5년 약 76만 가구, 2016

년 약 72만 가구가 인허가를 득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장기주택종합

계획 상 연간 공급량인 39만 가구의 약 2배가 되는 수치였다. 공급의 과

잉에 따라 매매기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전월세난 악화, 하우스

푸어와 깡통전세 등의 문제의 위험성이 제기되었다(조명래, 2017).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였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부동산 양극화가 발생한 것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강남 3구의 가격 상승폭이 월등히 높았던 것이다. 박근

혜 정부의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14.2%,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2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상승률은 17.0%,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백만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 3구

의 경우 상승률이 24.2%,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9천만원에 육박했다. 강

남의 아파트 1채를 팔면 지방의 아파트 3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자산가치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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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 1 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경력과 대선 공약의

유사성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

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특징은 투기억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

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

분에 있어서 추구하는 목표는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규제 정책을 통하여 주택 투기세력을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이고 수시로 규

제를 통한 투기억제 정책과 신규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공급 억제 정책

을 실시하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일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를 통하여 투기를 억제

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에서는 공공분양, 공

공임대 등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노인 등 주거 약자

의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김경민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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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일자 대책명 주요 내용

2017. 06. 19. 6·19 대책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전매제한 기간 강화(강남 4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

- LTV 및 DTI 요율 강화

-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

규제비율

10%p씩 강화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재건축 규제 강화(최대

3주택에서 2주택으로)

- 주택시장 질서 확립(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2017. 08. 02. 8·2 종합대책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유입

차단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표 6]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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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 서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공공택지 확보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가구

공급

- 신혼희망타운 공급 5만 가구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2017. 09. 05. 9·5 추가 조치

- 성남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7.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 新DTI, DSR, RTI, LTI 도입

2017. 11. 29. 주거복지로드맵

- 공적임대 85만 가구 및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총

100만 가구에 대한 주거 공급

2017.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세제 혜택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2018. 02. 20.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구조안정성 평가 가중치

상향, 주거환경평가 가중치

하향

2018. 07. 05.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 10만

가구로 확대

2018. 07. 06. 종합부동산세 개편 - 종부세율 인상 및 중과

2018. 08. 27. 8·27 대책

- 투기지역 확대 및

광명시·하남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2018. 09. 13. 9·13 대책 - 종부세율 확정 및 신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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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 전매 제한 강화이다.

조정 대상지역을 기존 37개 지역에서 경기도 광명시, 부산광역시의 부산

진구와 기장군을 추가해 총 40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5개 구와 성남시 민간주택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대출규제 강화

2018. 09. 21. 주택공급대책
-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및

서울 유휴부지 활용 방안

2018. 12. 19.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 3기 신도시 지정

(과천시·인천계양·하남교산·남

양주왕숙)

2019. 05. 0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고양창릉·부천대장)

2019. 08. 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2019. 11. 06.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 동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 동)

-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지역 제외

-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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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비율은 10%씩 강화 되었다. 또한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을 기존 3주택에서 최대 2주택까지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정부는 새로이 8·2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8·2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었다.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투기과열지

구로 지정되었고, 다시 서울특별시 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11개 구와 세

종특별자치시는 투기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2017년 8월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양도소득세 1

주택 비과세 요건이 기존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되었다.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2주택 보유자는 양도소득

세 기본 세율이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로 강화되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은 기존의 경우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되었으나 8·2 종합대책의 실시로 50%로 일괄 적용되었다.

8·2 종합대책의 실시 이후에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주택가격이1

개월 새 2.1% 상승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택가격 또한 1개월 새

1.41% 상승하였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

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9·5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총량적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연착륙

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가계부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가계부채 종

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新 DTI·DSR의 도입과 주택담보대출의 중도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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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상한선을 5억원으로 지정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8% 이내로 억제

하겠다는 것이었다. 부수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가구와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포함하였다.

2017년 11월 29일에는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주

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계층별 주거지원 방안이 포함되었

다. 또한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등을 수립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07월 0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책의 주된 내용은 청년 75만 가구와 신혼부부 88만 가구에 대하여 저

금리 대출 금융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비

록 저금리이긴 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의 대출 확대로 인해 총 가

계부채가 증가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하여 2018년 7월 6일 종합부동

산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정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으

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정부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

표한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의 원천 차단, 실수요

자 보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

춤형 대응 등이었다. 이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

고, 대출 역시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엄격히 규제를 하였다. 또한 집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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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 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전

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하였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시로 인해 일시적인 집값의 하락이 나타났

다. 강남 3구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최대 2억원 가까이 하락한 매물

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9·13 부동산 종합대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나았는데, 바로 거래가 끊겼다는 것이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 달 동안 서울특별시 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직전 년에 비하여 56%

나 감소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 절벽 속에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하였다는 것이다. 규제를 통하여 수요를 억제하였으나, 공급이 더 큰 폭

으로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다. 또한 대출의 규제로 인하여 정작 실수요자는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

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21일 3기 신도시 계획을 발

표하였다. 2010년 이후 전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

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 축소를 통한 주택시장 균형

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택지 공

급 실적은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의 수도권 연 평균 택지 공급 실적은 단 732만㎡에 불과한데, 이는 1991

년 이후의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4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집

값이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

단하여 3기 신도시 공급을 통하여 이러한 공급의 부족을 해소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공급되었을 때 다량의

주택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공급되어 이로 인한 투기열풍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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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이 발생하였다. 3기 신도시 역시 경기도 남양

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서울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들이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사례처럼 투기 수요의 확산으로 인

해 신도시 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자본을 가진 자들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

기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8월 12일 부동산 시장에

서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신규로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에

서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까지만 허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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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

제 1 절 변수선정 및 정의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는 아파트 매매가격

가격지수(월별), 코스피지수(월별),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월별), 소

비자물가지수(월별), 기준금리(월별), 통화량(월별), 회사채(3년) 수익률

(월별)이며, 규제 정책은 더미변수1, 부양정책은 더미변수2로 하였다. 그

외의 자연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은 그 값과 시장에 미치

는 영향력을 정량화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변수로 활용하지 않

았다.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인 2013년 11월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중 2019년 9월까지이며, 종속변수는 한국감정원

의 지역 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차이 값을 사용하였고, 독립변수 중

코스피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금리, 통화량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

적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규제정책과 부

양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보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규제 정책과 부양 정책은 각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선

행 연구, 언론보도 내용 등을 참고하여 구분하였다.

각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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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기간 출처

지역 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차이

2003-11 ~ 2019-09 한국감정원

[표 7] 종속변수

변수 기간 출처

코스피지수

2003-11 ~ 2019-09

한국거래소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

기준금리

통화량

M2(말잔, 계절조정계열)

회사채(3년)

수익률

[표 8] 독립변수

더미변수의 경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고려하

여 발표 월로부터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로

나누어 변수를 설정하였다.

정책 정책 발표 비고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3. 10. 노무현 정부

[표 9] 더미변수_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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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2005. 02.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2005. 04.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2005. 08.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2006. 03.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2006. 11.

가계부채 관리 방안 2016. 08. 박근혜 정부

6·19 대책 2017. 06.

문재인 정부

8·2 종합대책 2017. 08.

9·5 추가 조치 2017. 09.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7. 10.

종합부동산세 개편 2018. 07.

8·27 대책 2018. 08.

9·13 대책 2018. 09.

정책 정책 발표 비고

지방미분양 대책 추진 2008. 06.

이명박 정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2008. 08.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2008. 09.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2008. 11.

[표 10] 더미변수_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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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2009. 02.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2009. 08.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2011. 03.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

2011. 12.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013. 04.

박근혜 정부

전월세 대책 2013. 08.

국토부 업무 보고 2014. 02.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014. 07.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201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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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방법과 연구모형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RStudio 프로그램을 통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의 수식 및 함수는 다음

과 같다.

  

＊종속변수
 : 지역 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차이 값

＊독립변수
 : 코스피지수  :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

 :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금리

 : 통화량  : 회사채(3년) 수익률

 : 규제 정책(더미)  : 부양 정책(더미)

더미변수의 경우 정책 시행 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

한 시차를 고려하여 정부 정책 발표 월로부터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후로 경우를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정부 정책이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지역 별로 구분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강남 3구와 타 지역 간 양극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강북-강남 3구, 서울 전 지역-강남 3구, 수도권-강남 3구, 전국-

강남 3구의 경우로 나누었으며, 지역 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차이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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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3 절 연구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00~00]과 같다. 강남 3구를 기준 지역

으로 강북, 서울, 수도권, 전국과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차이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이었으며, 정책의 발표 월로부터 시장에 미치는 시

차를 고려하여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후 총 5가지의 경우를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10.0417 -1.931 -0.2419 1.8179 11.8834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47E+02 1.10E+01 13.371 < 2e-16 ***
kospi 1.32E-02 1.64E-03 8.02 1.25E-13 ***
licensing -4.07E-06 1.92E-06 -2.116 0.0357 *
index cp -2.34E+00 1.61E-01 -14.544 < 2e-16 ***
base rate 4.04E+00 5.03E-01 8.023 1.22E-13 ***

money supply 2.58E-05 2.30E-06 11.25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2.11E+00 3.32E-01 -6.34 1.76E-09 ***

dummy1 1.93E+00 1.12E+00 1.719 0.0874 .
dummy2 -3.67E-01 1.15E+00 -0.318 0.7511

Residual standard error: 3.893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618, Adjusted R-squared: 0.7513

F-statistic: 72.75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11] 강남 3구-강북_1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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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9.9204 -1.9409 -0.0904 1.4563 11.924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47E+02 1.06E+01 13.852 < 2e-16 ***
kospi 1.34E-02 1.61E-03 8.325 1.96E-14 ***
licensing -4.36E-06 1.94E-06 -2.249 0.0257 *
index cp -2.33E+00 1.57E-01 -14.847 < 2e-16 ***
base rate 3.97E+00 4.96E-01 8.005 1.36E-13 ***

money supply 2.54E-05 2.31E-06 10.985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2.15E+00 3.31E-01 -6.481 8.31E-10 ***

dummy1 2.73E+00 1.12E+00 2.428 0.0161 *
dummy2 4.61E-02 1.15E+00 0.04 0.968

Residual standard error: 3.863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654, Adjusted R-squared: 0.7551

F-statistic: 74.22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12] 강남 3구-강북_3개월 후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9.7574 -2.0157 -0.2129 1.5632 11.9864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50E+02 1.05E+01 14.265 < 2e-16 ***
kospi 1.33E-02 1.61E-03 8.264 2.85E-14 ***
licensing -2.80E-06 1.95E-06 -1.441 0.1512
index cp -2.36E+00 1.57E-01 -14.983 < 2e-16 ***
base rate 3.95E+00 5.03E-01 7.864 3.19E-13 ***

money supply 2.56E-05 2.37E-06 10.794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2.17E+00 3.25E-01 -6.661 3.12E-10 ***

dummy1 2.39E+00 1.15E+00 2.08 0.0389 *
dummy2 4.46E-01 1.12E+00 0.399 0.6906

Residual standard error: 3.878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636, Adjusted R-squared: 0.7532

F-statistic: 73.49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13] 강남 3구-강북_6개월 후



- 39 -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9.6855 -1.867 -0.2534 1.4133 11.1593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48E+02 1.03E+01 14.317 < 2e-16 ***
kospi 1.32E-02 1.60E-03 8.296 2.35E-14 ***
licensing -3.18E-06 1.92E-06 -1.652 0.1002
index cp -2.33E+00 1.56E-01 -14.912 < 2e-16 ***
base rate 3.87E+00 5.08E-01 7.616 1.38E-12 ***

money supply 2.50E-05 2.41E-06 10.408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2.15E+00 3.22E-01 -6.67 2.97E-10 ***

dummy1 2.26E+00 1.15E+00 1.958 0.0517 .
dummy2 -2.35E-01 1.10E+00 -0.214 0.831

Residual standard error: 3.884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629, Adjusted R-squared: 0.7524

F-statistic: 73.18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14] 강남 3구-강북_9개월 후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9.5881 -1.9699 -0.2566 1.4084 11.9905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48E+02 1.00E+01 14.756 < 2e-16 ***
kospi 1.37E-02 1.57E-03 8.76 1.34E-15 ***
licensing -3.76E-06 1.88E-06 -2.003 0.04669 *
index cp -2.32E+00 1.50E-01 -15.407 < 2e-16 ***
base rate 3.71E+00 5.09E-01 7.286 9.39E-12 ***

money supply 2.44E-05 2.37E-06 10.274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2.11E+00 3.18E-01 -6.631 3.67E-10 ***

dummy1 3.41E+00 1.13E+00 3.025 0.00284 **
dummy2 -5.17E-02 1.08E+00 -0.048 0.96197

Residual standard error: 3.83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694, Adjusted R-squared: 0.7593

F-statistic: 75.9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15] 강남 3구-강북_12개월 후



- 40 -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6.0513 -1.3807 -0.2269 1.1173 8.1569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8.99E+01 7.28E+00 12.348 < 2e-16 ***
kospi 8.35E-03 1.08E-03 7.701 8.35E-13 ***
licensing -2.60E-06 1.27E-06 -2.046 0.0422 *
index cp -1.43E+00 1.06E-01 -13.433 < 2e-16 ***
base rate 2.63E+00 3.32E-01 7.901 2.56E-13 ***

money supply 1.56E-05 1.52E-06 10.244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1.38E+00 2.19E-01 -6.269 2.56E-09 ***

dummy1 1.25E+00 7.43E-01 1.685 0.0937 .
dummy2 -1.77E-01 7.62E-01 -0.232 0.817

Residual standard error: 2.571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408, Adjusted R-squared: 0.7294

F-statistic: 65.01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16] 강남 3구-서울_1개월 후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6.2323 -1.3214 -0.1646 1.024 8.188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8.95E+01 7.02E+00 12.758 < 2e-16 ***
kospi 8.51E-03 1.07E-03 7.988 1.52E-13 ***
licensing -2.81E-06 1.28E-06 -2.194 0.0295 *
index cp -1.42E+00 1.04E-01 -13.679 < 2e-16 ***
base rate 2.59E+00 3.27E-01 7.901 2.54E-13 ***

money supply 1.52E-05 1.52E-06 9.965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1.40E+00 2.19E-01 -6.398 1.29E-09 ***

dummy1 1.84E+00 7.41E-01 2.487 0.0138 *
dummy2 4.11E-02 7.56E-01 0.054 0.9567

Residual standard error: 2.549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453, Adjusted R-squared: 0.7341

F-statistic: 66.58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17] 강남 3구-서울_3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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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5.8484 -1.2768 -0.1607 0.9656 8.2359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9.07E+01 6.91E+00 13.121 < 2e-16 ***
kospi 8.39E-03 1.06E-03 7.903 2.52E-13 ***
licensing -1.74E-06 1.28E-06 -1.353 0.178
index cp -1.43E+00 1.04E-01 -13.779 < 2e-16 ***
base rate 2.57E+00 3.31E-01 7.749 6.27E-13 ***

money supply 1.52E-05 1.56E-06 9.761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1.41E+00 2.14E-01 -6.561 5.39E-10 ***

dummy1 1.68E+00 7.56E-01 2.215 0.028 *
dummy2 2.30E-01 7.38E-01 0.312 0.755

Residual standard error: 2.557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437, Adjusted R-squared: 0.7324

F-statistic: 66.01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18] 강남 3구-서울_6개월 후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5.8036 -1.3101 -0.2142 0.9974 7.365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8.98E+01 6.82E+00 13.171 < 2e-16 ***
kospi 8.36E-03 1.05E-03 7.944 1.97E-13 ***
licensing -2.00E-06 1.27E-06 -1.576 0.117
index cp -1.41E+00 1.03E-01 -13.709 < 2e-16 ***
base rate 2.51E+00 3.35E-01 7.498 2.75E-12 ***

money supply 1.49E-05 1.59E-06 9.397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1.40E+00 2.13E-01 -6.579 4.89E-10 ***

dummy1 1.57E+00 7.60E-01 2.058 0.041 *
dummy2 -2.03E-01 7.25E-01 -0.28 0.779

Residual standard error: 2.561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428, Adjusted R-squared: 0.7315

F-statistic: 65.69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19] 강남 3구-서울_9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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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5.9985 -1.313 -0.2221 1.0668 8.2239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8.98E+01 6.61E+00 13.582 < 2e-16 ***
kospi 8.69E-03 1.04E-03 8.393 1.30E-14 ***
licensing -2.39E-06 1.24E-06 -1.93 0.0552 .
index cp -1.41E+00 9.94E-02 -14.176 < 2e-16 ***
base rate 2.42E+00 3.37E-01 7.169 1.83E-11 ***

money supply 1.46E-05 1.57E-06 9.285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1.37E+00 2.10E-01 -6.528 6.43E-10 ***

dummy1 2.19E+00 7.45E-01 2.938 0.00374 **
dummy2 -7.00E-02 7.16E-01 -0.098 0.92224

Residual standard error: 2.532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486, Adjusted R-squared: 0.7375

F-statistic: 67.74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20] 강남 3구-서울_12개월 후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7.824 -2.243 -0.039 1.125 10.068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02E+02 9.19E+00 11.049 < 2e-16 ***
kospi 8.41E-03 1.37E-03 6.143 4.96E-09 ***
licensing -5.67E-06 1.60E-06 -3.541 0.000506 ***
index cp -1.75E+00 1.34E-01 -13.08 < 2e-16 ***
base rate 2.97E+00 4.20E-01 7.084 2.97E-11 ***

money supply 2.46E-05 1.92E-06 12.855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1.17E+00 2.77E-01 -4.227 3.74E-05 ***

dummy1 2.04E+00 9.37E-01 2.175 0.030926 *
dummy2 -4.56E-01 9.62E-01 -0.474 0.636349

Residual standard error: 3.246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6692, Adjusted R-squared: 0.6547

F-statistic: 46.03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21] 강남 3구-수도권_1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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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8.0721 -2.1268 -0.0719 1.1049 10.0997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02E+02 8.86E+00 11.488 < 2e-16 ***
kospi 8.69E-03 1.34E-03 6.464 9.09E-10 ***
licensing -5.90E-06 1.62E-06 -3.656 0.000335 ***
index cp -1.75E+00 1.31E-01 -13.38 < 2e-16 ***
base rate 2.90E+00 4.13E-01 7.013 4.42E-11 ***

money supply 2.42E-05 1.92E-06 12.574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1.21E+00 2.76E-01 -4.385 1.96E-05 ***

dummy1 2.69E+00 9.35E-01 2.873 0.004552 **
dummy2 -8.91E-02 9.54E-01 -0.093 0.925696

Residual standard error: 3.217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6751, Adjusted R-squared: 0.6608

F-statistic: 47.27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22] 강남 3구-수도권_3개월 후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7.1823 -2.1032 -0.0873 1.1162 10.146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03E+02 8.76E+00 11.792 < 2e-16 ***
kospi 8.50E-03 1.35E-03 6.324 1.92E-09 ***
licensing -4.47E-06 1.63E-06 -2.75 0.00657 **
index cp -1.77E+00 1.32E-01 -13.417 < 2e-16 ***
base rate 2.85E+00 4.20E-01 6.789 1.55E-10 ***

money supply 2.42E-05 1.98E-06 12.241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1.22E+00 2.72E-01 -4.472 1.36E-05 ***

dummy1 2.27E+00 9.58E-01 2.365 0.01907 *
dummy2 -5.23E-02 9.35E-01 -0.056 0.9554

Residual standard error: 3.24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6704, Adjusted R-squared: 0.6559

F-statistic: 46.28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23] 강남 3구-수도권_6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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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7.0811 -1.9015 -0.1321 1.0154 9.6746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02E+02 8.60E+00 11.862 < 2e-16 ***
kospi 8.49E-03 1.33E-03 6.394 1.32E-09 ***
licensing -4.76E-06 1.60E-06 -2.97 0.00338 **
index cp -1.74E+00 1.30E-01 -13.376 < 2e-16 ***
base rate 2.77E+00 4.23E-01 6.558 5.46E-10 ***

money supply 2.37E-05 2.00E-06 11.826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1.22E+00 2.68E-01 -4.535 1.04E-05 ***

dummy1 2.40E+00 9.59E-01 2.497 0.01343 *
dummy2 -4.77E-01 9.15E-01 -0.521 0.60269

Residual standard error: 3.232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672, Adjusted R-squared: 0.6576

F-statistic: 46.62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24] 강남 3구-수도권_9개월 후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7.0808 -1.926 -0.1542 1.1036 10.2005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01E+02 8.20E+00 12.371 < 2e-16 ***
kospi 9.02E-03 1.28E-03 7.032 3.97E-11 ***
licensing -5.36E-06 1.54E-06 -3.481 0.000625 ***
index cp -1.72E+00 1.23E-01 -13.975 < 2e-16 ***
base rate 2.60E+00 4.18E-01 6.216 3.39E-09 ***

money supply 2.29E-05 1.95E-06 11.755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1.17E+00 2.61E-01 -4.499 1.22E-05 ***

dummy1 3.89E+00 9.24E-01 4.21 4.00E-05 ***
dummy2 -1.51E-01 8.88E-01 -0.17 0.865014

Residual standard error: 3.14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6905, Adjusted R-squared: 0.6769

F-statistic: 50.75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25] 강남 3구-수도권_12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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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11.723 -2.644 -0.325 2.881 10.962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20E+02 1.15E+01 10.449 < 2e-16 ***
kospi 1.29E-02 1.71E-03 7.529 2.30E-12 ***
licensing -7.21E-06 2.00E-06 -3.605 0.000402 ***
index cp -2.39E+00 1.67E-01 -14.253 < 2e-16 ***
base rate 1.47E+00 5.24E-01 2.808 5.53E-03 **

money supply 3.65E-05 2.39E-06 15.275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3.65E+00 3.45E-01 10.551 < 2e-16 ***

dummy1 6.87E-01 1.17E+00 0.588 5.57E-01
dummy2 -1.08E+00 1.20E+00 -0.902 0.368234

Residual standard error: 4.05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785, Adjusted R-squared: 0.7688

F-statistic: 79.97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26] 강남 3구-전국_1개월 후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12.3784 -2.5382 -0.3515 2.746 10.596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19E+02 1.11E+01 10.718 < 2e-16 ***
kospi 1.29E-02 1.69E-03 7.632 1.25E-12 ***
licensing -7.06E-06 2.03E-06 -3.48 0.000628 ***
index cp -2.37E+00 1.64E-01 -14.441 < 2e-16 ***
base rate 1.40E+00 5.19E-01 2.699 7.61E-03 **

money supply 3.62E-05 2.41E-06 14.975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3.66E+00 3.47E-01 10.557 < 2e-16 ***

dummy1 1.13E+00 1.17E+00 0.961 3.38E-01
dummy2 -1.20E+00 1.20E+00 -1.005 0.316407

Residual standard error: 4.04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795, Adjusted R-squared: 0.7699

F-statistic: 80.45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27] 강남 3구-전국_3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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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11.3132 -2.7101 -0.4074 2.9103 11.7643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25E+02 1.10E+01 11.416 < 2e-16 ***
kospi 1.33E-02 1.69E-03 7.907 2.45E-13 ***
licensing -6.99E-06 2.04E-06 -3.43 0.000747 ***
index cp -2.46E+00 1.65E-01 -14.932 < 2e-16 ***
base rate 1.42E+00 5.26E-01 2.703 7.52E-03 **

money supply 3.71E-05 2.48E-06 14.98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3.55E+00 3.41E-01 10.409 < 2e-16 ***

dummy1 2.97E-01 1.20E+00 0.247 8.05E-01
dummy2 3.15E-01 1.17E+00 0.269 0.788391

Residual standard error: 4.061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773, Adjusted R-squared: 0.7675

F-statistic: 79.4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28] 강남 3구-전국_6개월 후

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11.2603 -2.6827 -0.4684 2.9053 11.8344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25E+02 1.08E+01 11.541 < 2e-16 ***
kospi 1.32E-02 1.67E-03 7.948 1.93E-13 ***
licensing -6.89E-06 2.01E-06 -3.429 0.000748 ***
index cp -2.45E+00 1.63E-01 -15.03 < 2e-16 ***
base rate 1.44E+00 5.30E-01 2.71 7.37E-03 **

money supply 3.70E-05 2.51E-06 14.719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3.54E+00 3.37E-01 10.522 < 2e-16 ***

dummy1 7.53E-01 1.20E+00 0.626 5.32E-01
dummy2 6.13E-01 1.15E+00 0.534 0.594278

Residual standard error: 4.055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779, Adjusted R-squared: 0.7682

F-statistic: 79.7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29] 강남 3구-전국_9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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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s
Min 1Q Median 3Q Max
-10.8567 -2.6079 -0.3163 2.5844 9.6095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t value Pr(>|t|)
(Intercept) 1.19E+02 1.02E+01 11.691 < 2e-16 ***
kospi 1.35E-02 1.59E-03 8.448 9.23E-15 ***
licensing -7.23E-06 1.91E-06 -3.788 0.000206 ***
index cp -2.35E+00 1.53E-01 -15.343 < 2e-16 ***
base rate 1.18E+00 5.18E-01 2.278 2.39E-02 *

money supply 3.47E-05 2.41E-06 14.365 < 2e-16 ***
return of

corporate bond
3.60E+00 3.23E-01 11.131 < 2e-16 ***

dummy1 4.51E+00 1.15E+00 3.937 1.17E-04 ***
dummy2 8.15E-01 1.10E+00 0.74 0.460023

Residual standard error: 3.894 on 18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7952, Adjusted R-squared: 0.7862

F-statistic: 88.34 on 8 and 182 DF, p-value: < 2.2e-16

[표 30] 강남 3구-전국_12개월 후

분석 결과, 지역 간 분석에서 규제 정책이 양극화에 미치는 정도가 가

장 큰 경우는 강남 3구-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시차를 고려하였을 때는 정책 발표 후 12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모든

지역에서 규제 정책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정책 실시 후 3개월이 경과 하였을 때 정책이

부동산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 정책 실시 후 12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규제 정책이 양극화에

미치는 정도가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12개월 이후일 경우에는 모

든 지역에서 규제 정책과 양극화 정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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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과 해석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통해 규제 정책과 아파트 가격 양극화 간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규제 정책이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본 절에서는 규제 정

책이 어떻게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산 간 순환 변동과정은 다음과 같다(박기정, 2005).

경기가 위축되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자금의 수요가 감소하

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에 자금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리를

낮추는데, 낮아진 금리로 인하여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채권 수익

률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감소한 금리는 또한 가계의 저축을 감소하

[그림 1] 자산순환 변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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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렇듯 유동성 자금의 증가는

투자의 증가 주가가 회복되며 국내총생산을 증가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

는 것이다.

경기회복기에는 기업수익의 증가로 주가가 더욱 상승하게 되며, 경기

가 확장국면이 계속되면 시장에는 초과 수요압력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발생한다. 이렇듯 물가가 불안정한 시기에 자본가들은 수익의 확보가 불

안정한 금융자산 보다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

한 과정으로 인해 경기는 불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비롯되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 대상 정부 중 첫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임기의 경제성장

률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

다.

[그림 2]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 50 -

부동산은 가계가 소유하는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자산이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는 매매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용이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몰리게 된다(Lastrapes. 2002).

자산가격 결정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유동성 자금이 증가하면 이자율

이 하락하여 미래의 기대소득의 현재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현재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박기정, 2005).

김은미는 연구를 통해 유동성 자금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간 양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김은미 2007).

노무현 정부 시기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

으로 유입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상기의 선행 연구와 같이 증가된 유

동성 자산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발생한 것이다.

이치송의 연구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강남 지역의 아파트에 투

자했을 경우 수익률은 93.8%로, 정기예금(17.9%)이나 주식(-25.2%) 등에

투자했을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은 타 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며 동등 금액을 투입 시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유

로 인해 유동성 자금이 강남 지역에 몰리면서 강남 지역에 대한 투기 과

열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이치송, 2000).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민의 평균적인 생계비 또는 구매력의 변동을

나타내는 물가지수이다. 민생과 관련된 지수이며, 따라서 경제성장률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가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악화되면 유동성 자금은 손실 가능성

이 낮으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몰리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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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몰린 유동성 자금은 다시 투자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에

몰리게 되는데,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강남 지역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강남 지역 아파트가 타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상승률로 인하여 가격의 양극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제3절의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차이값과 소비자

물가지수 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이유이다.

이렇게 유동성 자금이 강남 3구 지역에 몰리는 이유는 강남 3구 지역

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인데, 이는 타 지역에 비

해 강남 3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높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아

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주택 필터링 이론에 따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주택 필터링 이론이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물리적 노후

화가 발생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이러한 노후화된 주택을 떠나 신규

주택으로 이동하며, 기존 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입주를

하게 되어 거주지가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론이다(김미경 외.

2009).

KB부동산 통계정보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서 발췌한 강

남 3구의 매수우위지수1)를 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매수우위지수 = 100 + "매수자 많음" 비중 - "매도자 많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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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강남지역 매수우위지수

2)

추세선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2008년 이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강남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공급보다 많으며, 초과 수요

로 인한 가격 상승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출처 : KB부동산 통계정보 주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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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파트 미분양현황

제3절에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강남 3구와 수도권 간 양극화가 타 지

역 간 차이보다 심했던 이유를 추론해보자면,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미분양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의 미분양이 압

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기 신도시 개발로 경기도 외곽인 동탄,

운정, 옥정, 김포한강 신도시 등의 지역에 과도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

졌고,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한 수요로 인하여 미분양이 발생하였다. 교육

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서울로의 접근성이 불편한 점 등이 대규모

미분양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김경민 외, 2017). 이렇듯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초과 공급으로 인해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

분이다.

대출 한도 규제,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 인상을 포함한 규제 정책의 실

시는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미분양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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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게 하였다. 이렇게 투기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출을 더 받더라

도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

하였고, 계속해서 강남 3구를 비롯한, 아파트 가격 상승이 꾸준한 지역에

대한 투기 열기가 고조된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강남 3구와 미

분양이 많았던 수도권 지역의 양극화는 심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산가격 결정이론을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가 좋지 않을수록

안정성이 높은 현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몰리게 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

의 경제 상황은 각종 경제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경기의 불안정 속에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은 손실 위험

성이 가장 적다고 여겨지는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규제 정책의 실시로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인상이 적용되자

매수 희망자들은 양호한 거주환경과 더불어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가격의 상승이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1970년대 이후 강남권이 개발됨에 따라 강남 3구 지역은 우수한 주거

및 교육 환경과 양호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하여 필터링 이론과 같이 구옥

주택에서 벗어나 신축 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으며, 때문에 강남 3구의 아파트는 전국에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부동산으로 평가되어왔다.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모두를 충족시킨 강남 3구 지역의 아파트는

이렇듯 높은 수요로 인하여 지속적인 가격 상승 양상을 나타내왔다.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공급마저 축소되자, 자본의 여유가 있는 투자자

들은 투자 가치가 가장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강남 3구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고, 이로 [그림 3]과 같이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게 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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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강남 3구 지역의 선호로 인하여 아파트 투기 열기가 더욱 가

속화된 것이다. 때문에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강남 3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실수요자들에게는 악재로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이 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구매자

들은 무리한 대출을 받더라도 매수를 시도한다. 치열해진 청약 경쟁 속

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수 이후에 자녀의 교육 환경,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거주

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원한다. 대출 이자, 취득 시 공과금, 중개보수

등의 비용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매수 시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여 시세차익을 통한 이득을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

해 매매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정책은 그 시장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최초 정책이 실

시되었을 때 시장에서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다수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3개월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였다(김명식, 2007). 부동산 규

제 정책 역시 맥락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규제 정책 실시 후 3개월이 경과 되었을 때 시장에서는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가격의 양극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이란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가지 시

차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차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차를 5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정책 실시 후 12개월이 경과 하였을 때 규제 정책으로 인한 양극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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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초 3개월 때에는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12개월 후에 가장 크게 양극화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규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급과 각종 세율 인상 등에 작용하였으며, 가격 상승에 대한 기

대와 우려로 인하여 구매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최일용, 2012). 이러한 사유로 규제 정책 실시 후 시간이 경과 될수

록 아파트 가격은 계속하여 우상향하는 곡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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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 양극화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

선 문헌 자료 및 선행 연구를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확인을 하였고, 각 정부 별 부동산 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정

부가 목표로 하였던 바와 시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다. 첫 번째는 강

남 3구를 중심으로 지역 간 양극화 정도를 비교한 분석이었다. 강남 3구

를 중심으로 하여 강북, 서울, 수도권, 전국과의 비교를 통해 양극화 정

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을 파악하였다. 강남 3구와 아파트 매매가격지

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시차를 고려한 분석이었다. 정책은 특성상 실시할 때의 시

점과 수혜 발생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시차(time

lag)를 고려하여 정책 실시 후 1개월 후부터 12개월 후까지 경우를 나누

어 분석을 하였다(최일용, 2012).

지역이 동일할 경우 규제 정책은 정책 실시 후 12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시장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차이값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 정책 뿐 아니라 부양 정책도 변수로 포함시켜 시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부양 정책은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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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다음의 그래프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역별 아파트 매

매가격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2003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규제

정책을 위주로 펼쳤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 3구의 아파

트 매매가격지수 상승이 타 지역에 비해 급등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

을 알 수 있었다. 규제 정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달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는 것을 통해 규제 정책이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그림 5] 지역별 APT 매매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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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규제 정책의 방법에는 신규 주택 공급의 조절 방법과 투기를 차단하

기 위하여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율을 인상하여 방법 등이 있다(전광섭,

2009). 공급을 조절할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공

급의 감소 속에서 로또 청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수요는 꾸준한

데 비하여 공급의 감소로 인해 투기 열풍이 더욱 확산되며 신규 주택 프

리미엄의 급등을 발생시키게 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조절하는 또 다른 규제 정책이다. 분양가 상

한제란 ① 직전 12개월 간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

배 초과, ② 직전 3개월 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③ 직전 2개월 간 청약경쟁률이 5:1 초과(국민주택규모일 경우

10:1)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지역이면 지정된다.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일 경우 사

업 시행자는 원하는 대로 분양가를 설정할 수 없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성 분석을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분양가를 책

정하여 공급을 하고자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시행자가 원하는

바대로 분양가를 설정할 수 없다면 통상 시행자가 예상한 사업 수익이

나오기 어렵게 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신규 공급이 줄

어들게 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인 강남 3구의 경우 편리한 교통, 양호

한 교육 여건, 잘 갖춰진 사회기반시설 등의 이유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도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강남 3구 지역에 신규로 공급되

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의 실시로 인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가

격이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신축이라는 장점에 더불어 확정적으로 시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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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청약 광풍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로 2019년 10월 강남구 대치동에 분양한 모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

제로 인하여 분양가를 11억 원에서 16억 원 사이로 책정하였다. 그런데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 하였는데도 매매가가

13억 원 이상에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듯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

양가로 인해 최소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해

당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최대 461:1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도 폭등

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

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며 아파트

가격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율의 인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였다. 규제 정책의 내용 중 양도

세 중과세는 주택을 보유한 자 뿐만 아니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조

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자 중 이를 처분하려는 자가 2주택 보유자

일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세율에 10%를 더해 과세를 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일 경우 20%를 더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양도세의

강화는 매매의 단절을 야기하였다. 양도세 중과세가 발표된 이후 강남 3

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였다. 강화된 양도세를 납부하여 매도하는

것 보다 보유를 택한 것이다. 이렇듯 시장에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호

가는 더 상승하게 되었다. 수요는 꾸준한 데 비하여 공급이 감소되자 품

귀현상이 발생하였고, 매도자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거래를 계속 유보하게 되었다. 매도자는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

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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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매수를 못하게 되는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투기를 막기 위하여 실시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의 급등

을 야기하였으며,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까지 줄어 새 아파트

공급이 축소되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

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

려는 수요는 끊임이 없으나, 막상 그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공급은 부족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광섭의 연구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개입하여 주

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실시하였던 분양가상한제는 실질적으로 주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다고 지적하였다(전광섭,

2009).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 부동

산 정책 역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를 만들고 실시하였다. 또한, 분양가상한

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

고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 분양

가상한제로 인하여 신규 공급이 감소됨에 따라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

이 2007년 5만 가구에서 2008년 2만 1900가구로 급감하였고, 2008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0% 가까이 상승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 된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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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월 기준 서

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5대 광역시 평균의 약 2.4배, 기타지방의 약 3.6

배였으나, 2019년 9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5대 광역시 평균의

약 3배, 기타지방의 5.1배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지방

의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2019년 8월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 된다면 서울을 비

롯한 수도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공급

의 감소는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

다. 수요는 많으나 공급은 그해 비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하여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더 강한 규제 정책을 펼치려 할 것이며, 결국 규제는 또 다른 더 강한

규제를 만들어 내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제 2 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규

제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규제 정

책 실시 이후 강남 3구 등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

하는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신규 분양

되는 아파트의 수는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강남 3구 지역과 같이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의 경우 주택 필터링 이론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아파

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하는 수요로 인하여 신축 아파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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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며, 가격 상승의 견인 효과로 인

하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인해 서울 및 신도시 아파

트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가격의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예고한 바와 같이

앞서 나온 규제 정책 보다 더 강한 규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상

된다.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러한 가격의 상승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수요 때

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초과 수요를 감당할

만큼 공급의 양을 늘려야 한다.

역대 정부들에서는 이러한 초과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핵심 지역인 강남 3구 지역의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에 신도

시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풍선효과로 작용하였다. 강남 3

구 등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일시적으로 상승폭이 줄어

들었으나,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와 같이 자족성을 갖췄

으며,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한 것이다.

이러한 신도시들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자족성을 갖

추지 못하고, 서울로의 접근성과 교육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서울 외곽

의 신도시인 운정 신도시, 옥정 신도시 등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였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신도시의 공급은 또 다른 부

동산 시장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양호한 거주 환경인 강남 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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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용적률 제한, 분

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강남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공급

은 감소할 전망이며,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강남 3구 지역의 신축 아

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고되는 바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파트 부

족한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기준의 완화와 용적률 확대

를 통하여 강남 3구 및 주요 도시의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면 시

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 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

한 분석과 양극화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려했던 사항들 중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기의 독립변수 외에도 인구, 정권,

지역, 기타 주변 정치·경제 환경에 의해 변수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 정부가 아닌 노

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기간을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 역대 모든 정부의 부동산 정

책을 망라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규제 정책을 변수화 하였을 때 각 정책 별 규제 정도를 모두 동일하

게 한 점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규제 정책의 정도에 따라 시

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동일한 값으로 산정

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규제 정책과 아파트 가격 양극화의 상관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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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상기와 같은 한계점들을 보완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실시 전 해당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정책적 지표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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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partment

prices have been rising steadily throughout the country. Especially,

apartment prices in Seoul are soaring compared to other regions. It is

the government's strong policy of real estate regulation that causes

this price so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regulation policy and apartment price polarization.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each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from Roh M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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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to Moon Jae-in government was analyzed and how the

government's policy affected the real estate marke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ory policy and

apartment price polarization, statistical analysis was u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partment sales price index of

Seocho-gu, Gangnam-gu and Songpa-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Gangnam 3gu”), which are the core of Korea's real estate market, is

the dependent variabl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ix variables and policy variables found to be factors affecting

prices as in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argest extent of regulatory policy

polarization was found in Gangnam 3gu-metropolitan area.

Considering the time lag that policy affects the market, it appears

that regulation policy affects polarization in all regions 12 months

after policy announcement.

The Moon Jae-in government continues to implement regulation

policies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which is overheated due to

speculation. However, contrary to the purpose, the price of apartments

in major cities, including Gangnam, Seoul, has continued to rise

despite regulation policies.

Due to regulation policies aimed at preventing speculation,

apartment prices soared, fearing a decline in new housing supply.

Demand for apartments continues to rise in major urban areas,

including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but apartment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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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 to rise because there is not enough supply to meet the

demand.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rising apartment price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policy. Moreo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how the regulation policy affects the

polarization of apartment prices.

Based on this study, if an in-depth empirical analysis of real

estate policy is carried out, it is considered that it can be used to

establish a more improved real esta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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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Polarization, Stabiliz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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