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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 several decades, Korean government has overwhelmed private sectors in dealing with housing issues within its 

jurisdiction. Especially, the current Roh government has repeatedly stressed the fact that housing per se has been degenerated 

into major means towards accumulation of wealth and various social problems have arisen from the skyrocketing housing prices. 

In order to cope with housing issues in a broader perspective, the government did not hesitate to announce Comprehensive Real 

Estate Programs on August 31, 2005. In Korea, the so-called 831 Countermeasures has brought unprecedented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most of whom still seem to stick to anecdotal or self-centered judgment ahead of objective criteria.

In an integrated point of view, applying the traditional methodology of system dynamics (SD), the paper aims at proposing 

basic Korean housing dynamics models. It focuses on divulging major Causal Loop Diagrams (CLD) in Korean housing sector. 

Secondly, it observes how Korean housing market responds to a series of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riginated from the 8-31 

Countermeasures. Between environmental and price factors, as the former exerts stronger impact on the positive loops, the study 

tries to develop policy guidelines hinged on an appropriate management of dynamic housing cycles, not to mention the price 

transfer into the neighboring areas. Thirdly, derived from simulation works, it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which w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virtuous feedbacks and/or weakening vicious ones. Among them, the essential policy measure is given to how to 

minimize the government’s direct involvement and how to boost housing market’s role in deciding housing price. In the same 

vein, as the speculative or imputed demands always exist,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housing attractiveness reflecting regional 

variation and price disparity should be given due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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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950년  국내는 6.25 쟁으로 인해  국토의 반 

이상이 괴되어 도시기반시설  주택의 심각한 부족사

태에 직면하 었다. 정부는 쟁 이후 서울과 수도권으로 

려들어오는 인구를 수용하기 하여 다양한 도시정책

을 입안･시행하 다. 그 후 비약 인 경제발 을 유지하

지만,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도시문제 한 심

화되었다. 격한 도시화에 기인한 부작용의 일환으로 주

택을 재산 증식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투기

세력은 결국 사회  문제로까지 확 되기에 이르 다.

   * 서울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충북  도시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서울  학원 석사과정

**** 서울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와 같은 주택이 재산 증식의 핵심 인 수단으로서 

간주된 데에는 소득 비 주택가격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

에 주택에 한 잠재수요뿐만 아니라 유효수요까지 투기

수요로 환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에 

거품이 포함되어 본질 인 주택가치보다는 고가에 주택

이 매매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된 심

각한 주택부족  주택가격의 앙등을 해소하기 해 정

부는 주택시장에 직  혹은 간 으로 개입하여 왔던 

바, 이는 정   부정 인 효과를 함께 발생시켜 

왔다. 국 인 차원에서의 평균 주택보 률은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주택 부문에서의 지역별  계층별 격

차가 실질 으로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한 주택가격의 주기 인 등이 반복되어 주택 실

수요자의 고통은 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주택건설업

체의 연속 인 부도나 산 등의 사태로 인하여 주택공

 기반이 상 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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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계 연결 종류 표시

A B
+ 모든 다른 조건들이 같을 때, 변수A의 증가(감

소)가 변수B를 증가(감소)시킨다.

A B
- 모든 다른 조건들이 같을 때, 변수A의 증가(감

소)가 변수B를 감소(증가)시킨다.

표 1. 인과 계 루  다이어그램의 표시이러한 혼란에 직면하여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종합 부동산 책(이하, 831 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시행 기부터 찬반양론이 나뉘어져, 정책에 한 

실효성 여부를 놓고 양 진 이 첨 하게 치하 던 831

책은 재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는 개선 이 

두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 여부에 한 논란이 끊이

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그림1과 같이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재 국내 주택시장의 내부 구조의 작동원리를 이

해하기 하여 시스템 사고 근법을 이용하여 주택부문

에 한 포 인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과모형을 작성하

는 데에 일차 인 목 을 둔다. 둘째, 이를 응용하여 정

부의 831 책이 주택시장 반에 미치는 일련의 정  

 부정 인 향을 인과분석 인 기법으로 살펴본다. 마

지막으로, 선 순환 인 흐름을 강화하는 한편 악순환 인 

흐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단의 정책  개선 안을 제

시한다. 

문제점 발견

주태시장영향요인 분석

변수간의 관계정립

모델 디자인

피드백 루프 분석

8.31 대책 적용

개선 정책 제안

모델의 검증

정성적 분석

적용과 모델 분석

문제의 해결점 발견

논문, 보고서, 참고자료

그림 1. 연구방법

2. 비  고찰

2.1 시스템다이내믹스

MIT Forrester 교수와 제자들의 연구로부터 연유된 시

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이하, SD)는 산업, 경

제, 사회, 환경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에 리 사용되어 왔

다. SD의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복잡한 비선형 시

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동태 인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이다(Kwak 1995, Sterman 2000). SD는 문제의 악과 

시스템 내의 피드백 로세스에 을 두며, 안 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유용성이 증명되어 왔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SD에 입각한 방법론을 채택하기도 하

다. SD 모델링은 시스템에 한 기본 인 이해를 바탕으

로, 개념  모델 구조를 인과 계 주의 다이어그램 형

태로 기술하는데, 표 1은 모델링에 필요한 도식을 나타낸

다.

를 들어, 그림 2는 시공진척(construction progress)

과 공정압박(schedule pressure)의 인과 계 루 를 도식

화한 사례이다. 건설 로젝트가 정공기보다 뒤쳐졌다

고 가정한다면, 로젝트 리자는 일반 으로 공정압박

으로 인하여 연장작업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늦춰진 공

정을 만회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채택하면 작업 시간을 

늘어나기 때문에 시공진척을 진할 수 있으며, 공정압박

의 정도는 부분 으로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연장작업

의 반복은 노동자의 피로를 가 시키고, 종국에는 작업 

품질을 떨어뜨려(Lyneis 2001), 결국 작업시간을 연장시

켜 얻은 시공성과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는 다시 공정 압박을 비롯한 일단의 과정에 부차 인 

효과를 래할 수 있다. 즉, 효과 인 건설 정책을 수

립하기 해서는 먼  이와 같은 유형의 피드백 로세

스에 한 이해가 건이다. 

품질

시공진척

작업시간

연장 작업

피로

공정 압박

-

+

+

+

+

-+

B

R

그림 2. 인과 계루  다이어그램의 

2.2 선행연구 분석

Forrester(1969)는 도시를 인구, 고용, 주택, 토지이용,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며 

도시의 외형  상은 이들 구성부문 사이의 상호 작용

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

으로 변화한다고 간주하 다. Forrester와 문하생들은 

URBAN 1 모형과 이를 보완한 URBAN 2 모형 등을 통

하여 도시동태성을 함축 으로 설명하 다. 특히 Alfred 

and Graham(1976)은 Forrester의 도시동태모형을 발 시

켜 토지이용변수 이외에도 주변지역에서 유입된 고, , 

소득 계층별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사회경제  매력

도 개념을 도시 동태성의 핵심요인으로 간주하 으며, 유

량변수가 생애주기를 보인다는 도 고려하 다. 

기의 도시 동태모형과 유사하지만 Bertudlia(1987) 

등은 사회경제 이고 공간 인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상

호작용하는 주택, 노동, 서비스부문, 토지  교통의 하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이 도시동태성을 결정한다고 보

았다. 한편 Seslen(2003)은 비 시장  충격을 지배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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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통하여 주택가격의 동태성을 실험하 다. 이에 비하

여 Sanders and Sanders(2004)는 주택, 산업  인구의 

상호 인과 계에 따라 도시공간의 확장과 축소가 나타난

다고 가정하 고, 이들의 주택분야 세부모형은 소득계층

별 주택 유형을 리미엄 주택, 근로자 주택  실업자 

주택으로 재분류하 다. 

SD를 주택  부동산 련 분야에 용시킨 국내사례

로는 정 용(1998), 한균희(1999), 최남희(2003), 이만형․

최남희(2004), 권 일․이만형(2005a, 2005b), 신혜성․손

정락․김재 (2005), 이만형․안재설(2005), 이만형․최남

희․박문서(2005)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 용(1998)은 

부동산 련변수 사이의 인과 계를 분석한 지가 측모

형에 을 두었고, 한균희(1999)는 아 트 리모델링 시

장과 한 계가 있는 변수들을 심으로 동태  인

과 계를 악하고자 하 다. 한편, 최남희(2003)는 도시 

시스템의 동태성 분석을 통하여 인과순환구조와 시스템

의 비선형  변화행태를 살펴보았다. 

비슷한 에서 이만형․최남희(2004)의 연구는 정부

의 그린벨트 해제․조정이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 동태성

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가에 착목하 다. 이들은 수

도권 일 의 인 그린벨트 해제  조정 방침이 채

택된다면 2030년경 서울의 인구가 860여만 명 수 으로 

축소될 수 있으며, 서울의 비정상 인 주택가격 상승이 

인구 부문의 자기억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간주

하 다. 신혜성․손정락․김재 (2005)은 시스템  사고

를 동원하여 주택시장의 동태  구조를 조명하 으며, 같

은 맥락에서 이만형․안재설(2005)은 지방주택정책의 독

자성을 향상시키기 한 동태  분석에 역 을 두었다. 

한 이만형․최남희․박문서(2005)의 연구에서는 신도

시의 기능을 성공 으로 정착시키거나 계획 자체를 무산

시킬 수도 있는 도시동태성의 원인과 결과를 주택부문을 

포함한 인과순환  구조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 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부분 SD 이론을 차용한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는 서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

인 주제에서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

구들은 주택 부문에 한 문제를 완화하기 해서는 단

일한 사건(event)보다는 얼개 는 구조(structure)에 보

다 주목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주택정책 

반에 한 종합 인 근은 상 으로 경시하 다. 이

와 같은 에 비추어 볼 때, 이 논문에서 주택 부문에 

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확장모형의 일환으로 시스템 사고 

근법을 이용한 주택모형의 구축과 831 책의 핵심 

책 사안들의 용에 따른 피드백루 (feedback loop)의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에 한 실효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3. 부동산 정책과 831 부동산종합 책

3.1 부동산 정책

국내에서는 지난 1960년 반부터 1990년  소  IMF 

외환 기까지 경제개발에 기인한 진 인 도시화  산

업화로 인하여 지가 앙등이 반복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니다. 이후 외환 기를 극복하기 한 경제부양정책

의 향으로 짧은 기간 동안 토지가격, 주택매매가격  

세가격이 모두 상승하 다. 이로 말미암아 택지수 의 

불균형, 세 동 등의 상황에도 직면하 다. 최근 들어 

실수요․투기수요․투자수요가 서로 뒤엉켜 주택문제 자

체가 더욱 복잡다단해졌다. 이에 처하기 하여 정부는 

한편으로 주택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정책의 외연을 더욱 확장시켜야 했

으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구사해야 한다.

그 지만 정부가 주도 으로 수립하거나 집행해 온 부

동산정책이나 주택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상 으로 단기에 그쳐, 정부 정책이 외형 인 처방에 

불과하 다는 비 에 직면해 있다. 즉, 투기억제 책에 

따른 효과는 평균 2-3년이 지나면 부분 소멸하고, 

원래 의도한 책과는 상반되는 상이 오히려 불거지는 

경우가 반복 으로 생겨나고 있다. 단 인 사례의 하나

로, 정부는 1980년  반부터 1990년  반까지 일단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제시하 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도 만만치 않게 불거져 왔다. 이는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 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활성화 조

치는 10여개 정책에 국한되었던 반면, 2002년부터 2003년

까지 발표되었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13개 책과 16

개 조치에 이르러(김 아․이승우, 2005), 정책의 가짓수

로는 그 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시기에 앙정부

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집 하 다. 

투기에 해서는 알 르기 인 반응을 보여 온 정부의 

주된 투기억제 책으로는 세무조사와 단속을 시하여 

수요억제를 통한 거래 동결과 같은 강력한 수단이 주로 

동원되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동원해야 할 정책수

단의 다양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땜질식 정

책으로는 당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가 오히려 어려워

지며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꼴이 되기도 하 다. 돌

이켜 볼 때, 정부의 투기억제  가격 안정 책은 실제

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까지 일 성 있게 지속되지 

못하 거나,   발효 시기가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과 맞

지 않아 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겨났

다. 컨  투기 억제 책을 발표한 다음, 채 6개월 는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경기활성화 책을 공표하는 사례

까지도 빈번하 다.  

3.2 831 부동산종합 책

 정부는 지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 책을 발

표하 다. 이는 이 의 책들이 수요나 공  가운데 어느 

한쪽 측면을 강조하여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말

았다는  정부의 정책  진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정

부는 표 2와 같은 831 책을 통하여 부동산 매입에서 보

유․처분까지의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 등의 세제를 강

화하고, 투기  목 의 수요에 처한 차단막을 강화하면

서, 공공택지  형 아 트 확  등의 공  책으로 

정책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 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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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종합 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서민의 주거안정, 부동

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에 한 투기 수요 억제, 주택  

토지공  확 로 집약할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도입 시기

주택
부문

거래 
투명
성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모든 부동산) 2006.01

개업소  투기자 단속 상시

주택 
공  
확

미니신도시 건설(군 시설, 공공기  이 부지) 2006

강북 역개발(서울시 뉴타운 지역) 2006

공공
부문 
역할 
확

주택공 개발 교신도시에 용 2006

형아 트에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시행 2006

매제한기간 연장(5년→10년) 2006

서민 
주거
안정

민간 형임 주택에 세제  용 률 인센티 2006

생애최 주택구입자  지원 2005.10

세제
부문

보유
단계

종부세 세 별 합산과세(주택, 나 지) 2006

종부세 과세기  조정(주택 9억→6억, 나 지 6
억→3억)

2006

보유세 세부담 상한 폐지 2006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2009년 1%) 2006～2009

양도
단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2007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50~60%) 2006

1가구 3주택 양도세 과(70%) 2006

투기우려지역내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과
(50~60%)

2006

표 2. 831 부동산종합 책의 주요 내용

자료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융감독 원회의 발표자

료, 2005. 8. 31

4. 주택시장 인과모형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 본 국내 주택시장의 황 

 831 책에 한 찬반논리 등을 토 로 SD 분석모형 

기법에 따른 인과모형을 작성하는 데에 역 을 둔다. 이

를 하여 주택시장의 기본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림 

3과 같이 주택의 수요, 공   가격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제 원리에 의해 주택시장이 형성된다고 간주한다. 특

히, 국내 주택시장은 공 자 주도의 시장( 선표시)으로

써, 잠재 수요가 공 이 있을 시 에서 ‘수요화’ 되는 

이 특징  요소  하나라 할 수 있다.

수요 공급

가격

수요 공급

가격

그림 3. 주택시장 기본모형의 구성요소

기존 논문을 토 로 주택시장의 기본 인 구성요소  

일련의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에 따라 주

택시장의 변수와 정책 변수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각 

변수를 투입하여 인과모형을 작성하면 그림 4와 같다. 

한 그것을 분석하면 다수의 피드백 루 를 찾아볼 수 있

는 바, 이들 루 에 한 상세한 분석은 주택가격, 주택공

, 주택수요의 구성요소에 한 설명에서 다루어진다.

구  분 주택시장 인과 모형의 변수

주택 거래
주택수요(투자수요, 실수요), 주택공 (신규공 , 주택매물),
자가보유률, 자 능력, 거래 차익

주택 가격
수요와 공 의 차이, 분양가격, 주거 매력도, 기존주택잠재
가치, 세가격

주택 건설 평당 분양가, 개발원가, 토지가격, 가용택지, 기 분양률

활성화 정책 신도시개발, 출 리인하, 신규주택 공

억제 정책
분양권 매 지, 개발이익 환수제,  채권입찰제, 보유세 (종
합부동산세), 양도세,  재건축 규제

표 3. 주택시장 인과 모형의 변수

자료: 허재완 1991, 김용철 1996, 서승환 1994, 차문  2004, 재경부 2005

주택가격

수요공급

평당분양가

분양주택
기대거래차익

기대분양이익

신규주택

+

-

+

+

기존주택매물

잠재실수요

잠재투자수요

자가보유률

주거매력도

수요공급차이

-
+

+

+
+

-

+

++자금능력

+

가용택지

+

개발원가

+

기존주택기대
거래차익

-

+

+

기존주택
잠재가치

( )기대 분양률

+

-

-

+

+

+

+

전세가격

잠재총수요

++
-

+

그림 4. 주택시장 인과모형

4.1 가격

그림 5의 인과모형과 같이 주택가격은 주택의 수요와 

공  함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논거에 반하는 시장 

상이 찰 될 수 있으나, 주택가격은 궁극 으로는 시

장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를 들면, 재개발 기 감으

로 인한 매매호가의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여

겨질 수 있지만 장기 으로는 수요, 공  불균형의 

간 단계를 거쳐 가격을 형성한다. 

주택수요는 실수요와 투자수요의 합이며, 실수요는 주

거 서비스를 받기 한 목 의 수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는 소득 증 에 따른 무주택자의 

구매력 증 , 인구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 수의 

 증가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입가구수의 증가 등

으로 나타난다. 제시한 정책모델에서는 무주택자의 수  

자본력에 의한 구매력만을 주요 고려 상으로 선정하

다. 한편, 투자수요는 재산 축 의 수단으로 주택구입 목

의 수요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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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결정짓는 요소에는 물가, 미래 기  주택가격, 

시 여유자  규모 그리고 여타 자산 시장 수익률 등이 

있다. 정책모델은 그 가운데 미래 기  주택가격에 주목

하는데, 특히 미래 주택 거래(신규분양분, 기존주택)에 의

해 실 될 차익에 한 기 감이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수요들을 잠재수요로 

악하고, 잠재수요가 상응하는 자 력과 공 이 뒷받침 될 

때에는 ‘유효수요화’ 된다. 다음으로 주택공 은 신규주택

의 공 과 기존주택의 매물의 합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주요 변수인 세가격은 서민 주거생활에 

그 향력이 크고 정책의 성공여부에 결정  향을 미

치는 인자이다. 정책모델에서는 세가격이 공 량과 주

택에 한 잠재실수요의 함수로 정의 된다. 즉, 세는 

주택을 사기 한 자 력이 없는 실수요자를 상으로 

하는데, 잠재실수요가 많을수록, 그리고 공 이 을수록 

그 가격은 오르게 된다.

주택가격

수요공급

평당분양가

분양주택
기대거래차익

기대분양이익

신규주택

+

-

+

+

기존주택매물

잠재실수요

잠재투자수요

자가보유률

주거매력도

수요공급차이

-
+

+

+
+

-

+

++자금능력

가용택지

+

개발원가

+

기존주택기대
거래차익

-

+

+
기존주택
잠재가치

( )기대 분양률

+

-

-

+

+

+

+

전세가격

잠재총수요

++
-

+

그림 5. 주택가격 결정 인과모형

4.2 공

지 까지 우리나라 주택공 의 주된 특징은 첫째, 공공

부문의 직   간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주택은 

물론 순수 민간부문이 공 하는 주택의 공 도 정부가 

정한 방식에 의거하여 공 하고 있는 이다. 둘째, 무주

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으로 공 한다는 정책 목표와 

련하여 신규 주택의 비 이 거의 이다. 이를 하

여 주택청약제도, 선분양제도 그리고 입주자 축제도 등

의 공 자 우선의 정책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

으로 공공부문 주택공  방식과 순수 민간부문의 주택공

방식이 거의 동일하여 주택 시장 내에서의 시장기능이 

제 로 정립되지 못하 다고 볼 수 있다(김 아․이승우, 

2005).

하지만, 이 연구는 미래지향 인 시각에서 민간 개발자 

측면의 주택공  논리부터 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시

장기능 회복에 한 의식이 높아지고, 정책의 성공 여부

가 시장에서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며, 

이는 상 으로 설득력 높은 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 분양이익이 높고, 가

용택지가격(수익성 있는 토지가격)이 주어지면, 민간 업

체에 의한 신규 주택 공 은 늘어난다. 해당지역( 는 주

거매력도가 유사한 타 지역)의 과거( 는 개발  기 ) 

분양률이 높을수록 평당 분양가는 높아지며, 기 분양이

익은 평당 분양가가 높을수록 그리고 개발원가가 낮을수

록 커진다. 신규분양분을 포함한 총 공 량이 수요를 

과하면 분양률이 낮아지고, 이는 기 분양이익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민간업체는 신규공  물량을 이

게 된다(B1-a1)). 한편,  주택가격 비 낮은 분양가는 

기  분양주택 거래 차익을 높게 만들어 투자수요를 유

인하며 이는 분양률을 높게 하며,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B1-b). 이와 같은 피드백 루 (B1-a, 

B1-b)는 공 량, 수요량  분양가조 을 한 시장기능

의 작동으로 볼 수 있다.

주택가격

수요공급

평당분양가

분양주택
기대거래차익

기대분양이익

신규주택

+

-

+

+

기존주택매물

잠재실수요

잠재투자수요

자가보유률

주거매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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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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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규분양 공 (개발) 인과모형

특히, B1-b 루 는 주택 공 과 련된 요한 모델링 

이슈인 민간 주택 공 자의 평당분양가 책정 논리를 설

명하고 있다. 술하 듯이 분양가는 우선 개발 원가를 

기 으로 책정될 수 있다. 한, 분양가는 ‘주택가격 - 평

당 분양가’로 표 되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분양주택기

거래차익을 이는 방향으로 책정된다. 즉, 높은 분양주

택기 거래차익은 투자수요를 유발하는 동시에 공 자에

게는 분양가 인상의 지표로 활용 될 수 있다. 일례로, 어

느 지역에서 주거환경이 유사한 기존주택의 가격이 평당 

2,500만원이고 개발원가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거래에 따른 리스크 비용을 제외한 2,000

만원의 평당 분양가를 책정해도 높은 분양률이 기 된다

면 개발자 측면에서 분양가를 굳이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 반 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과 비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수요자의 기 거래차익이 어

1) loop생성 시와 정책변수는 굵은 선, 기타 향 변수는 얇은 

선, 향 계가 없는 변수는 선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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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며, 구매 매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결과 으로 해당지

역의 주거매력도2)가 주어진 상태에서 분양주택기 거래

차익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공 자는 분양가를 책정하

고, 이를 근거로 수요자는 주택에 한 투자 여부를 결정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자율 인 조정 기능은 1998

년 이 까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제 로 작동될 수 없

었다.

4.3 수요

이른바 ‘실수요’와 ‘가수요’, 는 ‘투자(investment)’와 

‘투기(speculation)’는 개념 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제 

실에 있어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해 내기 어렵다(최막  

2004). 이 연구에서는 수요를 실수요와 투자수요로 구분

하는데, 모델 작업의 일환으로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세

주를 실수요자로 정의한다. 우선 그림 7과 같이 잠재실

수요는 자가보유률3), 평당 분양가(신규분양)  주택가격

(기존주택 매매)에 의하여 연동되며, 가계소득  융기

 출을 통한 자 력이 뒷받침될 때에 실제 수요로 탈

바꿈한다. 실수요가 늘어날 경우, 총수요의 증가  분양

가격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실수요

의 축을 가져오는 시장조 인 기능을 작동시킨다(각

각 B2-a,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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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기대거래차익

기대분양이익

신규주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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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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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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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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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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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주택
잠재가치

( )기대 분양률

+
-

-

+

+

+

+

전세가격

잠재총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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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a

B2-b

그림 7. 주택 실수요 인과모형

한편, 투자수요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 주가 주거

서비스 자체보다는 재산 증식을 염두에 둔 주택수요를 

지칭한다. 그림 8에서와 같이 분양주택기 거래차익은 

재의 주택가격과 분양가와의 차이가 클수록 즉, 주택가격

이 높고, 분양가격이 낮을수록 커지고, 이는 (잠재)투자수

요  총수요 증가, 그리고 주택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연동되는 자기강화 인 루 를 작동시킨다(R1-a). 주목할 

2) 여기서 주거매력도는 교육시설, 교통입지, 문화시설, 기반시설 

등에 바탕을 둔 주거환경에 한 가치 척도라고 정의한다.

3) 2005년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국의 자가 보유율은 62.9%

를 기록하고 있다.

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자기강화 인 루 의 특성

상 주택가격과 투자수요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분양가가 주택가격에 연동 되지 않을 경우에

는 R1-a의 시장 장악력이 더욱 커진다. 반 로, 분양가자

율화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분양주택기 거래차익이 공

사의 분양가 인상으로 인해 어들기 때문에 투자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궁극 으로는 R1-a의 흐름을 약화시킨다. 

추후 논의되겠지만 이러한 자기강화 인 루 의 작동은 

주택정책에 일단의 시사 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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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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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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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투자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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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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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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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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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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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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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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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a

그림 8. 시세차익에 따른 투자수요 인과모형

주택시장에는  하나의 분양가-주택가 연동 메카니즘

이 있는데, 이를 문헌에서는 분양가격이 상승하면 체재

인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이 되어 반 으로 주택가격

이 상승한다고 분석하고 있다(허재완․하성규 1990, 허재

완 1993, 서승환 1994). 이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

에게 분양아 트와 고아 트가 서로 한 체재이

기 때문에 두 시장은 상호 연 성을 지니고 있다는 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어느 특정한 주택시장에 향을 미

치는 가격정책의 변화는 필연 으로 다른 주택시장으로 

되며, 두 주택시장은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계를 갖

는다. 

이 연구에서는 그 메커니즘을 그림 9와 같이 모델화 

한다. 분양가의 상승은 해당지역 는 주거매력도가 비슷

한 타 지역에 속하는 기존 주택의 잠재  가치 즉, 향후 

재개발이 실화될 때의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기존 

주택의 잠재가치와 재의 주택가격의 차이가 크면 기존 

주택에 한 투자 수요가 유발된다. 이는 두 가지의 상반

된 루 효과를 래할 수 있다. R1-a와는 반 로 기존주

택잠재가치 상승은 기존주택기 거래차익(기존주택잠재가

치 - 주택가격)을 크게 하고, 이는 투자수요, 총수요의 증

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잠재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주

택기 거래차익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 자율조  기능을 

작동시킨다(B3). 한편, 기존주택잠재가치 상승이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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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분양가 규제
(원가연동제: 25.7평이하, 

주택채권입찰제:25.7평 과) 

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부담 ,

개발 부담

신도시 공
(2010년까지
150만호건설) 

조세강화

재건축 규제 
매제한 강화

(5년 -> 10년)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찬
성
논
리  

․원가연동제 -> 분양가 하락 ->
시세차익발생 -> 투기수요증가 
->채권입찰제시행 -> 최  분양
자의 시세차익 임 -> 투기수요 
억제(재경부 2005) 

․개발이익 환수 
-> 토지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 환수 
-> 개발이익, 수익
성악화 -> 부동산 
개발사업 통한 투
자이익 감소 -> 
투자수요감소(이상
호 외2 2005) 

․주택 공
 -> 주택

수요 충족 
-> 주택가
격 안정(재
경부 2005) 

․보유세 강화 -> 
주택소유를 통한 경
제  이득 향유 기
회를 축소 -> 투자
수요 억제(재경부 
2005)
․보유세 강화 -> 
기존 주택 매물 증
가 -> 주택가격 하
락(재경부 2005) 

․양도세 강화 -> 
투기이익의 환수 
-> 투자수요 감소
(재경부 2005)
․양도세 강화(보
유기간에 따른 세
율차등 용) -> 투
기로의 단기  매
매를 근  ->투자
수요 감소(재경부 
2005) 

․개발이익 
환수 -> 주
택 가 격 의 
안정-> 재
건축 규제
완화 (재경
부 2005) 

․ 매제한 강화 
-> 단기 시세차
익감소 ->투기수
요 감소 (재경부, 
이데일리 2005)

반

논

리

․분양가 규제 -> 건축비 감 
-> 값싼 자재 사용 -> 품질 하 
( 이낸셜뉴스 2004)
․분양가 규제 -> 민간업체들 수
익성 악화 -> 소형 아 트 사업 
포기 -> 장기 으로 작은 평수 
아 트 공 물량 부족사태 -> 주
택공 란( 이낸셜뉴스 2004)
․분양원가, 공공택지원가 비공개
된 원가연동제 -> 시세차익증폭
( 매제한기간이후) -> 투기수요
증가(뉴스타운 2006) 

․개발이익 환수 
-> 시행사, 시공사
의 2  부담 -> 
분양가 상승 (이상
호외2 2005)
․분양가 상승 -> 
주변 주택으로 가
격 이 -> 주택
가격 상승(허재완
하성규 1990)

․ 인 라 
갖추지 않
은 신도시 
공  -> 주
택수요 분
산 어려움 
( 김 성 식 
2005)

․보유세의 부담 
-> 세자에게 
가 -> 세값 등
(이상호외2 2005)
․보유세의 부담 
-> 조세 항, 조세

가 ( 이 상 호 외 2 
2005)

․양도세 강화 -> 
비강남권, 렴한 
아 트부터 처분 
-> 양극화 상
(역 그 샴의 법
칙)( 경제연구
원 2005) 

․ 기수요 
존재 -> 재
건축 규제 
-> 공  제
한 -> 주택
가격 상승
(이상호외2 
2005) 

․ 매제한강화 
-> 주택매물감소 
-> 주택공 감소 
-> 주택가격 상
승 ( 연 합 뉴 스 
2005)
․ 매제한강화 
-> 주택매물감소 
->주택품귀 상 
-> 분양권값 폭
등 ( 연 합 뉴 스 
2005) 

표 4. 831 부동산종합 책에 한 찬반 논리

상승, 그리고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면  하나의 강력

한 자기강화 인 루 를 형성하는 데(R1-b), 이러한 상

은 보통 B3가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 이어진다. 실증 인 

사례의 하나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 강남구, 

서 구, 송 구, 강동구를 시한 소  강남권 4개 구의 

아 트 1,848곳(재건축 아 트 525곳 포함)을 상으로 

1996년부터 2005년 7월까지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재

건축 상 단계에서 평당 평균 1,024만원에 불과하 던 

아 트 가격이 동ㆍ호수 추첨 단계에서는 평당 5,362만원

으로 423%나 가격이 상승하 다(조문  2006). 한, 

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목격되고 있다시피 분양가 인

상 발표가 주변 분당과 수지의 매매가 등으로 연계되

는 상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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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R1-b

그림 9. 기존주택잠재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수요 인과모형

한편, 잠재실수요와 잠재투자수요 모두 자 능력  공

이 뒷받침되어야 주택매매시장에서 실질 수요로 변환

된다. 자 능력과 련해서는 공통 으로 리 변화에 따

라 향을 받고, 특히, 투자수요는 주식, 채권 시장 변동

에 따른 부동자 의 부동산 유입에도 향을 받는다. 

재, 주택자 에 한 출 리가 시장 리와 연계되면서 

리의 시장조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즉, 출한도, 청

약 축 가입의무 등의 비 가격  출 조건이 완화되고, 

출 리가 주택자  출 차입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소이다. 한 최근 생애 첫 주택자 출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어 실수요의 자  능력을 추가 으로 보완해주

고 있다.

5. 주택정책분석

지 까지 정책모델의 구조를 가격, 공 , 수요 측면에

서 분석하 다. 특히, 주택 시장 내 존재하는 피드백 루

들이 어떻게 찰된 상들의 원인이 되고  작동되

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지 까지 설명한 정책모델과 

 분석 내용을 토 로 831 책의 근간을 살펴보고자 한

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먼  831 책에 

한 찬반논리를 모델을 이용하여 사안별로 설명하고, 찬

반간의 시각 차이와 이 연구에서의 결과물을  분석, 비교

한다. 사안별 분석에서는 각각의 정책이 독립 으로 시행

되고, 타 정책의 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뒤이어 

831 책 실효성에 한 종합  분석을 강남지역을 심

으로 시도 한다. 

표 4에 정리된 831 책의 주요 사안  찬반논리를 연

구 모델상에 표 하면 그림 10과 같은 인과모형을 만들

어 지며 그것은 두 가지 요한 시사 을 제시한다. 우선 

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찬반논리 양

측 모두가 정책모델 안에 수용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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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논리 모두(특히, 정부 측의 정책논리) 단편 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에서 정책 사안

별로 이루어진다.

주택가격

수요공급

평당분양가

분양주택
기대거래차익

기대분양이익

신규주택

+

-

+

+

기존주택매물

잠재실수요

잠재투자수요

자가보유률

주거매력도

수요공급차이

-
+
+

-

+

+자금능력

+

가용택지

+

개발원가

+

기존주택기대
거래차익

-

+

+
기존주택
잠재가치

( )기대 분양률

+

-

-

+

+

+

+

전세가격

잠재총수요

+
-

+

분양가규제

개발이익환수
채권입찰

신도시개발

재건축규제

보유세

양도세강화전매제한강화

그림 10. 831 책 찬반 논리 인과모형

5.1 원가연동제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실시하 던 분양가 규제제도는 

이해당사자들의 정치  이해와 분양가 자율화가 주택가

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채택되었다 

(Kim and Kim 1998, 김경환 1998). 831 책에서 다시 원

가연동제를 통해 실시되는 분양가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는 용면  25.7평 이하

의 소형아 트를 싼값에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제공하

겠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그림 10에서 평당 분양가의 하

락은 잠재실수요를 증가시킴). 그러나 정책모델에 근거하

여 살펴보면, 인 인 시장 기능의 제어는 한 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오지만 가격상승 에 지의 축 으

로 결국 부동산 시장구조의 왜곡화를 래한. 더불어 축

된 가격상승 에 지는 다른 채 을 통해 해소될 수도 

있다. 

우선, 그림 10에서 보듯이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규

제성 제도의 도입으로 주택 구입비용이 감소하면 실수요

의 진  증가로 이어진다(하지만 교의 경우 높은 토

지가로 인해 서민들의 잠재수요가 수요화 되기에는 부담

스러운 가격임). 리인하  주택자  지원은 실수요를 

더욱 증가 시키고 수 불균형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 되면 가격부담으로 인해 실수요는 어들게 된다

(그림 7, B2-b). 그러나 분양가가 제한된 상태에서 주택

가격은 분양주택 거래차익의 기 감을 가질 정도로 상승

하게 되고 결국 시장은 투자수요자가 주도하게 된다(그림 

8, R1-a).

한편, 시  반 논리와 같이 개발업자의 측면에서는 공

에 극 이지 못하므로 수요와 공 의 차이에 의해 

분양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실화 되지 못한 분양가로 

인해 공 업자를 극 으로 시장에 유인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그림 6, B1-a 미작동). 철 한 원가연동제로 인해 

정 이윤을 보장 받지 못할 시, 민간에 의한 소형아 트 

공 이 어들고 이는 주거매력도가 있는 지역의 기존 

소형아 트 가격  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상 으로 기  개발이익이 높은 형 

아 트 개발에 민간이 집 하면 반 론자들이 우려하듯

이 주택공 의 양극화가 가속될 것이다.

5.2 개발이익 환수  채권 입찰제

개발이익환수제와 채권입찰제는 분양주택에 한 시세

차익을 정부가 환수함으로 투자수요를 이겠다는 에

서 공통 을 가진다(재경부 2005, 이상호 외2 2005). 이 

두 가지 정책 모두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투자수요감소

와 주택가격 하락(정책의 목 이라 가정) 사이의 논리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 반 론자들은 개발자나 분양당

사자의 이  부담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 지고(이

상호 외2 2005) 한 주변 주택으로의 가격 이가 일어 

날 것 이라고 본다(허재완, 하성규 1990). 정책모델을 통

한 분석은 반 론자들의 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실

질  분양가 상승은 기존주택 잠재가치  기 거래차익

을 크게 하여(가격 이) 그림 9의 R1-b 자기강화루 를 

작동시키게 된다. 특히, 상  주거매력도가 높은 강남

으로의 투자수요의 지속  증가를 유발시킬 것이다. 

분양가: 원가 + 개발사 이익

““““
““

주택거래가격

수요자개발회사

거래리스크

분양가: 원가 + 개발사 이익

““““
““

주택거래가격

수요자개발회사

거래리스크

그림 11. 분양주택 기 거래차익 다리기

““““
““

주택잠재가치: 분양가 + 주거매력도

주택거래가격

수요자수요자

거래리스크

““““
““

““““
““

주택잠재가치: 분양가 + 주거매력도

주택거래가격

수요자수요자

거래리스크

그림 12. 기존주택 기 거래차익 쟁탈

본 연구에서는 분양가격과 주택가격의 계를 민간 개

발주체와 수요자 사이의 분양주택 기 거래차익을 차지

하기 한 다리기로 본다. 그림 11과 같이 다리기  

분양주택 기 거래차익은 계속 으로 변하고, 거래가격은 

이와 연동된다. 결국 거래가격은 분양가+거래리스크 수

에서 안정화 된다. 이러한 과정은 원가변동 등의 이유로 

분양가변동 사유발생시 다시 반복 된다. 같은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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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과 기존주택 잠재가치와의 계는 수요자들 사

이의 기존주택 기  거래차익을 차지하기 한 다리기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쟁탈   기존주택 기 거래차익

은 계속 으로 변하고, 거래가격은 이와 연동된다. 그림 

12처럼 결국 거래가격은 주택잠재가치-거래 리스크 수

에서 안정화 된다. 이러한 과정 역시 분양가 변동 등의 

이유로 주택잠재가치 변동 시 다시 반복 된다.

5.3 신도시 개발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을 통한 다량의 주택공 으로 주

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재경부 2005) 한 반

론의 여지가 있다. 도로, 편의시설 등 인 라를 갖추지 

않은 난개발은 서울로 집 되는 주택수요를 분산 시키지 

못한다는 반  논리가 그것이고(김성식 2005)  개발 기

단계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진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에 연동되지 않은 분양가 정책, 

시  부동자 의 부동산 시장유입 그리고 잠재투자수요

가 소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도시 개발은 그림 8에

서 정책모델 R1-a 의 확 된 개념으로 설명한다. 보다 

나은 주거매력도를 가진 지역에서의 분양주택차익 실

의 기 는 구나 다 기 하는 것이 자유 시장경제에서

는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주거매력도를 

확보한 지역에서의 신도시 개발은 과열의 양상이 반복될 

것이고, 그 지 못한 지역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본다. 한,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에서 실지 분

양가가 높게 책정될 경우(개발이익 환수  채권 입찰제 

등으로) 주거매력도가 상 으로 높은 타 지역(특히, 강

남)으로의 가격 이에 매제가 될 것이다(그림 9, R1-b). 

이는 그림 9에서 높은 주택가격이 기존 주택 기 거래차

익을 감소시키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B3 루 가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5.4 조세강화

831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세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라고 할 수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여 주택소유

를 통한 경제  이득 향유의 기회를 축소하고, 이는 투자

수요를 억제할 것(재경부 2005) 이라고 기 한다. 나아가, 

1가구 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부터의 자연스런 주택 매

물을 유도, 공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재경부 2005)을 

기 한다. 

하지만, 수요-공 의 법칙에 ‘충실’해 보이는 이 정책은 

주거매력도에 따른 수요  공  시장의 구분을 하지 않

고 있다. 그 결과로 반 론(이상호 외 2 2005) 근거의 연

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 반응을 측할 수 있다. 상

 주거매력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정부의 의도 로 수

요 억제  매물 증가로 인한 일시 으로 공 이 늘어날 

것이다. 양도세 등의 거래세제의 강화는 분양  기존 주

택의 기  거래차익을 이고, 이는 (잠재)투자수요  

총수요의 감소,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그림 

8,  R1-a). 한편, 보유세제의 강화는 주택 매물을 늘리게 

하고, 결과 으로 공 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을 가져

오며, 거품이 제거된 분양가와 함께 실수요를 증가시킨

다. 이러한 실수요의 움직임은 다시 주택가격의 상승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시장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그림 7, B2-b). 그 지만, 공  과에 따

른 미분양 사태는 개발사의 기 분양이익 감소, 그리고 

공 의 감소로 이어진다(그림 6, B1-a). 그러나 주거매력

도가 높은 지역 (강남 등)에서의 양도세 강화는 오히려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 그리고 공 이 어들어 잠재실수

요가 소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는 세가격 

상승(그림 5)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강남권에 한 

자세한 논의는 5.6 에서 이루어진다.

5.5 재개발 억제

재개발 억제를 통해 강남일  시장과열에 의한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그림 10의 인과모형 상

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재개발 규제로 가용택지를 

제한하고, 이는 신규주택의 공 을 여 잠재수요의 ‘유효

수요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성공여부는 동반

된 정책들 (조세강화 등)로 잠재수요를 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반 론자들(이상호 외2 2005)의 주장처럼 여

러 이유로 잠재수요를 일 수 없다면 단기 으로 재개

발에 한 투자수요 집 의 시 을 연기시킬 수는 있어

도 장기 으로는 재개발 투기의 ' 돈'만을 키우는 결과

를 래할 것이다.

5.6 831 책 실효성에 한 분석(강남)

지 까지 831 책의 한 찬반논리  모델 분석 결과

를 주요 사안에 따라 독립 으로 논의 하 다. 정책 사안

별 분석은 논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실 

용성에는 그 한계가 있다. 주택시장은 다수의 피드백루

가 복합 으로 작동되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시스템이다. 

즉, 정책들 사이에 주고받는 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

히 어느 시 에서 어떠한 루 가 체 시스템에 지배

으로 작동되는지를 찰 하여야 신뢰성 있는 시장 측

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 까지의 논의를 토 로 

831 책의 실효성을 강남을 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한다.

831 책의 작동기재들을 정책 모델상에 반 하면 그림 

13과 같다. 우선, 양도세를 시한 거래세제의 강화는 분

양  기존 주택의 기  거래차익을 인다. 하지만, 상

으로 높은 주거매력도가 유지되고, 희소성이 더욱 커

지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이 양도세액 보다 클 때 까지는 

잠재수요가 지속 으로 유지될 것이다. 강화된 양도세는 

공 차원에서 개발이익환수제로 강남권내 재개발을 억제

하려는 정책과 맞물리어 매물을 감소시킨다. 

 결과 으로 수요와 공  모두 감소하여 주택 매매 자

체가 어들고, 잠재수요가 ‘유효수요화’ 되지 못한 상태

에서 지속 으로 가격상승 에 지가 축 될 것이다 (그림 

13에서 공  → 수요 ← 잠재총수요). 한, 매물에 한 

희소성을 더욱 높여 단기 으로는 극단 인 공 자 시장

으로 매도호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의 추가 상승이 불가

피할 수 있다. 실제로 표 5에서 보듯이 831 책이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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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을 기 으로 2006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강남 

 여타지역의 아 트가격 차별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

다(국민은행 2006). 한편, 공 량의 감소는 강남지역에 

한 실수요가 항시 존재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 가와 

더불어 세가격 상승을 발 시킬 개연성이 있다(그림13

에서 공  → 세가격 ← 잠재실수요).

주택가격

수요공급

평당분양가

분양주택
기대거래차익

기대분양이익

신규주택

+

-

+

+

기존주택매물

잠재실수요

잠재투자수요

자가보유률

주거매력도

수요공급차이

-
+
+

-

+

+자금능력

+

가용택지

+

개발원가

+

기존주택기대
거래차익

-

+

+

기존주택
잠재가치

( )기대 분양률

+

-

-

+

+

+

+

전세가격

잠재총수요

+
-

+

분양가규제

개발이익환수
채권입찰

+

재건축규제

보유세

양도세강화

R1-a

B3

R1-b

그림 13. 831 책 실효성 분석 인과모형(강남)

구 분 국 수도권 서울 강남 강북 역시

가격 

상승률

평균

1.6 1.7 2.8

평균 3.6 평균 1.6

1.0

양천구 6.2 성동구 4.6

서 구 5.4 용산구 3.6

송 구 5.1 노원구 2.6

강남구 4.1 은평구 1.5

표 5. 아 트 가격 상승률(2005.08～2006.02)   (단 :%)

자료: 국민은행

이와 더불어 교 등 신도시 개발에서의 실제  분양

가 상승은 상  높은 주거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강남 

주택의 잠재가치를 더욱 높여 가격상승 에 지  잠재

수요를 더욱 크게 할 것이다(R1-b). 강남권내 신규 분양

은 가용택지가 부족한 가운데 강화된 세제에 향을 받

지 않는 계층이 상존하고 여타지역의 개발을 통한 개발

업자의 잠재  이익의 감소 등의 이유로 고 화 추세가 

유지되거나 주택 부문에서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될 수

도 있다. 강남지역 분양가 규제 여부  강도에 따라 다

르겠지만 이 한  R1-b의 작동을 돕게 될 것이다(분양

가 규제의 경우 R1-a 작동으로 분양시장 과열). 결과 으

로 B3 루 에 의한 시장자율조정 메커니즘이 작동될 때

까지 강남의 주택가격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6. 논의   제안들

지 까지 SD 모형을 이용하여 831 책이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에 미칠 향에 하여 분석하 다. 주

택부문 인과모형에 따른 정책분석은 주택의 공 과 수요

에 따라 결정되는 주택가격의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

도록 정부의 인 인 정책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함을 

보여 다. 정책분석의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정책이라도 시장구조와 반응에 따라 그 결

과는 다를 수 있다. 로, 보유세 강화가 비강남권에서는 

주택 매물을 유인 할 수 있지만, 강남 서민에게는 행복권 

박탈로, 강남 부자에게는 세가격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 잠재  투자  투기수요는 계층을 불문하고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의 인  시장 개입은 그 형태를 달리하더라도 일시  

효과만을 기 할 수밖에 없다는 을 염두 해 두어야 한

다.  분양  기존 주택 거래의 차익을 사이에 둔 개발업

자와 수요자, 수요자와 수요자 사이의 게임은 단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주택의 잠재 가치 에서 균형을 이루

게 되고, 주거매력도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셋째, 지역별 주거매력도의 격차  가격차를 애써 무시

하기보다는, 이에 기 한 정책 인 안을 모색해야 한

다. 뉴욕 맨하탄의 집값이 미국의 집값을 표하는 게 아

니듯이, 강남의 주택가격이 국내 체의 주택가격을 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택정책을 입안할 때에 물량 자

체보다 해당지역의 주거 매력도를 상향시킬 수 있는 

안의 수립과 기반시설의 구축의 확충에 우선순 를 두어

야 한다.

끝으로 신도시개발  도심 재개발 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는 강화루 의 효과가 가격안정보다는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지역 내에서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

처해야 하며, 주변지역으로의 가격 달 방지에도 노력하

여야 한다.

7. 결론

831 책의 가장 큰 의의는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을 정

책의 단일  용이라 단하여 활성화 정책과 억제 정

책을 복합 으로 용하 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  

사고를 통한 주택시장 인과모형을 통해 정책의 핵심 

책 사안을 용해 으로써 정책의 실효를 살펴보고 제

안 에 해 논의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D 모델링을 통한 831 책의 시

스템  평가방법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불확실성을 가

지는 주택시장을 인과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 인 해결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방법론을 통해 차후의 

정책변화를 수립 측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향력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본 연구

에서 주택시장에 용하는 모든 정책 수단이 사용된 것

이 아니므로 각 정책간의 상호 계를 규명하고 그 향



주택시장의 활성화, 통제  안: 831 주택정책의 분석

大韓建築學 論文集 構造系 22권 8호(통권214호) 2006년 8월  169

력을 분석하여 용할 수 있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

다. 한 향후에는 주택시장에 용하는 정책의 범 를 

한정하여 정량 인 분석을 통해 주택시장의 동태 인 분

석과 정성  모델의 논리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 으

로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SD 모델링 방법은 국내의 주

택시장을 한 에 악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용에 

있어 통합된 시야를 제공하며, 831 책의 핵심 책들의 

실효성을 시스템 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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