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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제하
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
에 따라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
세를 비롯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
산과세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더해 부유세 도입
까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ㆍ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
적의 경우 주요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동
*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문을 맡아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 그리고
본 연구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준 지방세연구원 박상수 부원장, 국토연구원 변세일 연구
위원, 건국대학교 최승문 교수, 기획재정부 김영훈 과장, 본원의 김효상 국제금융팀장에게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준 본원의 정주연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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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율구조의 경우 싱가포르
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례세인 반면 한국은 누진세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에 비
해 부동산 가치를 매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 성격, 납세의무자는 소유주, 재산세 공제 및 감면제도
존재, 주택 총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
고 한국과 주요국 간 공통점이다.
제3장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았다.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측면에서 국제사회
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GDP 또는 총조세 대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
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율은 전반적으
로 횡보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횡
단면 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
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고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하였
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낮은 과표 현실화율ㆍ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비율은 비교대
상 국가 중 가장 높은 5.54배로 OECD 15개국 평균(3.75배)을 크게 상회하였
다. 한편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각각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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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
록했다. 전체 재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
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
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
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가계소득,
임대료(사용가치)) 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강화
가 주택매수를 약화시키기보다 주택매도를 억제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3단
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
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보유세 증
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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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증분석 결과가 보유세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
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목적에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장(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체
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
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조합 및 방
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부
동산 세제 개편 시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제도, 상대적으로 낮
은 자가주택 보유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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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국제사회에서 재산과세, 특히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
고 있고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뿌리는 2008년 사상 초유의 글
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적으로 금융자유화, 개방화, 작은 정부(감세 및 지출 축소)로 대별되는 신자
유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포용성장이란 “인구의 모든 구성원에 기회
를 창출하고 증가된 번영의 혜택을 금전적 및 비금전적 측면에서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1)을 의미한다. 간략하게 줄이면 “경제성장을 위
한 기회와 경제성장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2)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용성장이라는 화두는 소득 및 자산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

는 계층 간의 이동을 막아 다시 소득 및 자산불평등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심
화하기 때문에 이를 막고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포용성장을 위해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정책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OECD(2015)는 빈부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구성원에게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고용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기술 및
교육, 조세 및 소득이전 시스템 등 네 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네 가지 영역 중에서도 적절히 설계된 조세 및 소득이전 시
스템을 통한 재분배는 평등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
했다.3)
1) OECD(2013), p. 50.
2) IMF(2017), p. 8.
3) OECD(2015), pp. 16-17.

18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그리고 OECD and World Bank(2017)는 불평등이 인적 자본에 대한 과소
투자를 야기하여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경제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포용적인 성장 정
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순위를 둬야 할 핵심 정책으로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 강화,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금융접근성 제고, 비즈니스 환
경 개선, 기술 및 교육 고도화, 저개발지역에 대한 연결성 강화, 누진성 강화를
포함하는 조세ㆍ소득이전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였다.4) IMF(2017)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불평등 간 상
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성장과 불평등
간 상충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선진국의 경우 누진적 조세제도, 재정지
출 축소, 잘 설계된 사회안전망 등과 같이 적절히 설계된 재정정책을, 신흥국의
경우 경제개발수요와 현금소득이전을 충족하기 위한 세수 확보 정책 등을 제안
하였다.5) 한편 OECD(2020)는 주택이 포용성장에 있어 핵심 결정요인이라

고 강조하였다. 주택이 가계의 가장 큰 지출항목, 부 축적의 핵심수단이고 가
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이며, 주택과 주거 환경이 개인의 건강ㆍ고용ㆍ교육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6)
각국 정부가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대
가 불가피한데, 국제사회는 세수 확대 시 자원 배분 왜곡 등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재산과세,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공통적으로 권
고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는 그 자체로서도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완
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포용
성장의 측면에서 재산과세를 강화할 것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4) OECD and World Bank(2017), p. 1.
5) IMF(2017), pp. 6-7.
6) 포용성장을 위해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주택 개량 투자 확대, 보다 저렴한(affordable) 민간 임대시장 활
성화, 특히 저소득, 청년 및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OECD 2020,
pp.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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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개인 및 법인 소득세보다는 그렇지 않은 재산과세,
소비세, 환경세로 조세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특히 부동산 보
유세는 경제성장에 가장 영향이 작고 조세회피도 어려워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
두 갖춘 세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는 거래세에 비해 노동이동
을 경직시키지 않고 주택시장 경기에 덜 민감하다고 지적하였다.7) OECD는

최근에도 취약 가계의 금융 복원력을 제고하고 부의 분포가 상위 극단에 집중
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
하고 재산 가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8) 또한 OECD
and World Bank는 포용성장을 위해 선진국의 경우 재산과세, 에너지세를 확
대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에 덜 부정적인 재산과세, 부가가치세, 환경
관련 세금을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9)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
세 강화와 함께 부유세 도입 논의까지 가세하고 있다. IMF는 각국이 일시적
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을 막기 위해 단행한 막대한 재정지출 때문에 악화된 재정건전
성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서비스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UN의 지속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축적하기 위해
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UN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2021년 4월 12일 안토
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심화된 불평등을 막고 세계적인 회복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부
유세를 포함한 긴급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대
유행 동안 세계 최고 부자들의 부는 5조 달러 급증했다면서 극도의 불평등을
7) OECD(2018b), p. 15, p. 18.
8) OECD(2021), pp. 7-8.
9) OECD and World Bank(2017), p. 19, p. 26.
10) IMF calls for wealth tax to help cover cost of Covid pandemi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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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기 위해 부유세 또는 연대세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11)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부유세 도입을 논
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1년 3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초부유층 과세 법안
(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하였다. 순자산 5,000만 달러를 상회
하는 가구 및 신탁에 대해 순자산의 2%, 1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순
자산의 3%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이다.12) 독일에서는 사회민주당
ㆍ녹색당ㆍ좌파당이 순자산 200만 유로를 넘는 경우 부유세를 부과하고 억
만장자의 경우 최고 1.5%를 부과하자고 주장하였다.13) 영국에서는 부유세
위원회가 2020년 말 50만 파운드 이상 순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5년 동
안 매년 1%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14)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 논의가 활발하고, 특히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 및 해외 주요국
과 비교할 때 한국의 부동산 세제 강화 목적이 불평등 완화보다는 부동산 시
장 안정(부동산 투기 근절), 주거 안정, 금융 불균형 완화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는 편이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 강화는 재산세 인상,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
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강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
원 축소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한 편이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로 결정되는데,15) 한국정부는
11) UN chief urges wealth tax of those who profited during COVI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13).
12) Warren, Elizabeth(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30).
13) “Germany’s SPD, wants to target super rich with wealth tax”(2019. 8. 27),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21. 7. 30).
14) Advani, Chamberlain, and Summers(2020), p. 8.
15) 보유세 = 세율 ×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은 시세(시장가격) 대비 50%대~70%대.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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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의 단기 급증에 대
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정치권에서 이들 세금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
였다. 2021년 6월 29일 국회는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1가구 1주택
자 특례조치를 당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
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16) 2021년 8월 31일에는 1가구 1주택자
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7)
종합해보면 국제사회와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의 세부 방식에
는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산과세, 특히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강화 논
의가 활발하고, 심지어 부유세 도입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
동산 보유세 강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엄밀히 분석하는 것은 정
책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부동산 보유세는 단순히 조세 및
재정 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부동산시장, 부동산 금융(모기지 및 가계부채),
경제성장, 경제불평등 등 국가 경제의 다양한 부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OECD(2019)18)에 따르면 회원국의 경우 모기지 부채가 전
체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계가 금융 취약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중 모기지 부채 비중
은 전체 가구 기준으로 55%, 모기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전체 가구 기준으로
는 87%를 기록(OECD 회원국 평균)하고 있다. 한국도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동시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버블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3월 말 기준 전 세계 실질주택가격지수의
상승률은 4.6%(전년동기대비)로 지난 10년의 연평균(1.6%)을 상회하며, 특
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 6. 29),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17) 의안정보시스템(20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22).
18) Causa, Woloszko, and Leite(2019),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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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한국은 그 차이(2021년 3월 말 9.1%, 지난 10년 평균: 0.4%)가 두드러진
다. 또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2021년 3월 말 기준 GDP 대비 104.9%)은 주
요국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하다. 『세계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0% 계층이 전 세계 소득(연평균 구매력 평가 기준 소득)의 52%를 차지
하고 있는 반면 자산(가계의 금융자산 및 비금융자산)은 76%를 차지하는 등
상위계층의 자산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19)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위
10%에 소득이 46.5% 집중되어 있으며, 자산은 58.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
부동산 보유세가 여타 세금에 비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큰 반면 경
제활동을 왜곡시키는 효과는 작은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가 부동산 보유세

그림 1-1. 실질주택가격지수 상승률

그림 1-2. 주요국 가계부채 추이

(단위: 연율, %)

(단위: GDP 대비 %)

자료: BIS, “Statistic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23).

자료: BIS, “Statistic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23).

19) World Inequality Lab(2021), Figure 1, p. 10.
20) Ibid., Table 1, p. 229.

제1장 서론 • 23

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부동산 보
유세가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일시에 고액 세금을 부담하고, 주택소유자가
대부분 중위 투표자(median voter)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 등 조세 저
항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으로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더더욱 필요하다. 이러
한 경제적 영향 분석은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논란을 완화하고, 일관된 정
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
유세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부동산 가격, 경제성장, 경제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큰 틀의 차원에서 한국에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먼저 시의성 측면에
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세계적으로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프랑스ㆍ영국ㆍ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재산과세 강화, 나아가 부
유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
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 모두 세부 정책 내용은 다르지만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주택 보유세의 특징을 주요국과 비교해 살펴본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세대상, 납부주체, 세율구조, 세율수준, 가치평
가주기, 과세평가기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출된 한국의 특징은 향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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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거시경제적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기대되거나 우려되는 영향인 주택
가격, 경제불평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 부문의 영향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시장, 불평등, 실물경제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야 하는데, 본 연구가 이러한 부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먼저 한국의 주택 보
유세제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과세대상,
평가기준(자산가격, 임대수익 등), 재평가기간 및 방법, 세금부과방식, 납부
주체, 세율수준 등에 대해 한국의 특징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일부 측면에서 한국의 특징을 매우 자세히 다루는 연구와는 차별성
이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여타 세금 및 여러 지표 간의 관계를 도출하였
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부유세, 소득세 등 여타 세금과
의 비교, 부동산 가격과 인구밀도, 경제발전 수준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
서 특징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 경제불평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주택가격, 경제불평등, 경제성장을 모두 포함한 국가패널분석을 수행한 연구
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진백, 이 영(2018), 이선화 외(2020)
연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박진백, 이 영(2018) 연구와 달리 중요한 변수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
세율(설명변수), 금융지표(통제변수) 등을 포함하였고, 분석방법론 측면에서
내생성을 고려한 추정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선화 외(2020)는 거시경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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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요인, 인구요인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
변수를 사용해 추정하였으나, 종속변수(부동산가격 변수)로 주택가격이 아닌
부동산 자산총액을 사용한 점이 본 연구와 다른 점이다.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국내외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 동향 및 제도 현황을 살펴보
고,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선 국내외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현황
을 살펴본다.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은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기
구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논의 대상은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부유세도
포함한다.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은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ㆍ
한국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둘째,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을 비교한
다. GDP 대비 보유세 비율,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 보유세 실효세율(부동
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
한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를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여타 세금과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주요 항목별 OECD 국가의 조세부담
률 변화, OECD 국가 대비 한국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OECD
31개국을 대상으로 1995~2019년의 데이터를 사용해 국가패널분석을 수
행한다. 관심 설명변수로 GDP 대비 보유세 비율,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
중, 민간 자산가격 대비 보유세 비율(보유세 실효세율)을 사용하고 통제변
수로 거시경제요인, 금융요인, 인구요인을 포함한다. 분석방법론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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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동태적 패널분석방법인 시스템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다.
넷째,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ㆍ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실증적으
로 분석한다.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1996~2016년의 데이터를 사용하
고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 일반적률추정
법(GMM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다.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경제성장(1인당
GDP),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변수를 주요 내생변수로 설정하고, 각 추정 모
형별 외생변수(통제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변수를 포
함한다.
끝으로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국가별 특수성이 있어 일반화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하
지만 한국 부동산 보유세의 특징,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국제 비교, 부동산 보
유세가 주택가격, 불평등, 경제성장에 미치는 실증분석 결과 등 다양한 조사
와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방안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제외하고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국제기구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 해외 주요국 및 한국의 주택 보유세 과
세체계를 살펴보고, 제3장은 OECD 통계 DB 등을 이용해 부동산 보유세 세
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를 다룬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
가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ㆍ경제성
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앞 장의 조사 및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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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보유세 논의 동향
가. 국제기구의 포용적 성장론과 조세정책 권고
1) 포용적 성장론
포용적 성장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2009년
세계은행(World Bank)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학
문적 용어라기보다 국제기구의 정책 권고 용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세계
은행에서 제시한 포용적 성장론은 직접적인 소득 재분배가 아닌 생산적인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절대적 빈곤의 감소로 정의된다.21) 이러한 관점에서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장의 속도뿐 아니라 패턴도 중요하며,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넓은 분야에서 장기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기존의 재분배
이론이나 저소득층 중심의 성장이론과 달리 성장 중심의 절대적 빈곤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포용적 성장론은
이론적 모형이나 실증분석에 기반을 둔 개념이 아니고, 성장과 분배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았다.22)
반면 2011년 이후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IMF에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OECD의 주요 의제로 포용적 성장이 선정
되면서 포용적 성장론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책적 화두가 되었다. 특히 IMF
의 Ostery, Berg, and Tsangarides(2014)는 30개국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
로 소득불평등, 재분배, 미래(5년)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21)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 pp. 2-3.
22) 김정훈 외(2017),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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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불평등이 심할수록 미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Oster, Berg, and Tsangarides(2014)는 불평등 완화와 포
용성 확대가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
장하여 세계은행보다 포용적 성장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OECD는 2012년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포용적 성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23) 포
용적 성장을 “인구의 모든 구성원에 기회를 창출하고 증가된 번영의 혜택을 금
전적 및 비금전적 측면에서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으로 정

의하였다.24) 이는 분배와 고용 창출을 넘어 삶의 질 향상까지를 포함하는 것
으로 포괄적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을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OECD
와 세계은행은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며, 경제성
장의 성과를 일부 계층이 아닌 사회 전체가 공유하여 불평등과 소득분배 개선
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25) 이처럼 포용적 성장론은 성장에 무
게중심을 둔 세계은행의 논의를 시작으로 IMF와 OECD를 거치면서 삶의 질
향상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표 2-1. 국제기구의 포용적 성장 개념
국제기구
세계은행
IMF
OECD

개념
생산적인 고용 창출 등을 통한 절대적 빈곤의 감소로 장기적이면서 광범
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 확대를 통한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장기적
경제성장
인구의 모든 구성원에 기회를 창출하고 증가된 번영의 혜택을 금전적 및
비금전적 측면에서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

자료: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 pp. 2-3; Ostry, Berg, and Tsangarides(2014); OECD(2013), p. 50.

23) 허 장(2016), p. 69.
24) OECD(2013), p. 50.
25) OECD, “Promoting inclusive growth: Challenges and polic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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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의 부동산 과세 권고
최근에는 G20를 중심으로 IMF, OECD, 세계은행 등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나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OECD와 IMF는 부
동산 보유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 권고
의 방향성은 유지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2014년, OECD 각료
이사회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였으며,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성장은
형평성과 성장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하되, 고용의 원천을 확대하고, 조
세시스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을 정책 권고 방향으로 제안하였다.26)
OECD가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권고한 근거로 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의 세후소득의 불평등이 세전소득의 불평등보다 25%가량 낮
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27)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계층에 대한 평균 세율을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주지(거주국가)를 이전하거나 소득을 자본소
득으로 대체하는 등 고소득층의 조세회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대안적 방법
의 하나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28)
구체적으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실제 시장가치 및 수익을 기반
으로 부과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9) 이러한 정책
권고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소득과세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보다 경제성장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30)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
26) OECD(2014).
27) Joumard, Pisu, and Bloch(2012), p. 5; OECD(2014), p. 37.
28) OECD(2014), p. 37.
29) OECD(2011), p. 368; OECD(2014), p. 37.
30) OECD(201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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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영된 것이다.31) 단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조세정책의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32)
나아가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
해 건강, 교육, 혁신, 금융, 지역과 도시, 조세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 부문에
대한 포용적 성장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세계은행과 함
께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에는
포용성장의 정책체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와 World Bank(2017)는 국가 간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으나 개별
국가 내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
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G20에 속한 개별 국가에 대해 불평등을 완화하
고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
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경제성장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
세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언도 덧붙였다.33)
2018년 ｢포용성장의 정책체계 보고서(The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에서는 정책입안자가 포용성장 측면에서 개
별 조세항목이 아닌 전체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고려해야 하며,34) 부동산 조
세가 이러한 정책 권고방향을 반영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
로 소득이 적은 경우 자산도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행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한 것이다.35) 또한
OECD(2018b)에 따르면, 1965~2016년 G20 국가들의 상품 및 서비스에
31) 박상수 외(2019), pp. 11~12.
32) OECD(2014), p. 37.
33) OECD and World Bank(2017), p. 26.
34) OECD(2018a), p. 74.
35) Ibid.,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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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세는 총조세에서 가장 높은 비중(평균적으로 30%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6) 따
라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다른 저축 수단에 대한 과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이면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림 2-1. OECD와 G20의 조세구조 변화(1965~2016년)
(단위: 총조세 대비, %)

자료: OECD(2018b), p. 17.

그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상당수
국가가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적ㆍ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
며, 재정 분권화로 인해 재산과세 수입이 낮게 유지된다고 지적하였다.37) 또
한 은퇴계층에게 주택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임대인이 증가한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경우 임차인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재산과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도 있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할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38) 그리

36) OECD(2018b), p. 17.
37) Ibid., p. 19.
38) Ibid.,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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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동산 과세를 강화할 경우 일부 고령층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과
세이연제도나 분납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39)
최근 OECD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의 불평등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50% 가
구는 순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충격에 적
절히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라 지적하였다.40)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일부 계층에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누진세율 구조와
정기적인 부동산가치 평가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제안하였다.41)
IMF(2017)도 OECD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불평등보다는 국가 내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 원인으로 기술진보와 경제통합 및 국
가별 거시경제구조와 정책을 꼽았다. 다시 말해 기술과 금융통합이 그동안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이나 글로벌가치
사슬(GVCs)에 깊이 참여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지는

그림 2-2.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1995~2009년)

주: * 국가평균으로부터의 편차(연간)
자료: IMF(2017), p. 16.

39) OECD(2018b), p. 19.
40) OECD(2021), p. 2.
41) Ibid.,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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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나 소득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IMF는 국가별 경제구조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불
평등이 강화되거나 완화된다는 것이다.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낳
고 기회의 불평등이 다시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구조를 형성한
다는 점에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성
장과 불평등의 상충관계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설계
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선진국에는 누진세 구조의 조세체
계를 갖추고 분배적 지출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42)
IMF(2020a)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세정책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
다. 해당 보고서의 핵심은 그동안 G20, OECD, IMF 등에서 주장해온 포용적
성장을 위해 제안한 조세정책의 권고사항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누진적
조세구조 강화, 조세 왜곡 완화, 디지털세 부과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특
히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수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
였다. 그 근거로는 다수의 OECD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동산 조세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작고, 실제 세율도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캐나다와 영국은 GDP의 3%가량이 부동산 보유세
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1% 수준이고, 개발도상국은
0.5%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를 현재 시장가격 수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세율
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부 시장가격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
산의 면적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외 개발도상국의 경우 토지대장(지적, cadaster) 정리 및 세금 부과를 위한
행정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부동산 이외 자산에 대한 과
42) 개발도상국은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친성장정책과 개발에 필요한 지출자금을 조달하는 데 우
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하였다(IMF 2017,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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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순자산에 기반한 부유세 도입을 고려
해볼 수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그림 2-3. 재산과세(2017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주: GDP 대비 재산과세(각 재산과세 항목별) 비율임.
자료: IMF(2020a), p. 9.

나. 최근의 부유세 도입 논의
1) 부유세의 개념과 현황
부유세는 특정 시점에 과세대상이 보유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순부유세(Net Wealth
Tax)라고도 한다. 1910년 스위스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를
도입한 이후 1990년 유럽 12개국까지 증가하였으나,43) 고소득층의 조세회
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본래의 목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8개국이 이를 폐지하였다. 실제 부유세를 도입했던 스웨
덴의 경우, 고소득자들이 부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201조 원가량의 자금을 해
43) 박상수 외(2019),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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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유출하기도 하였으며, 개인사업자 비율이 EU 국가 중 18위를 기록하는
등 창업 활동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아 2008년 부유세를 폐지하기도 하였
다.44) 또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과표를 설정하고 있어 총세입
중 부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과세를 위한 행정비용은 높은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45)
현재(2017년 기준)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ㆍ노르웨이ㆍ스
페인ㆍ스위스 4개국이며,46) 국가마다 과세주체와 과세단위 등은 상이하다.
먼저 과세주체 측면에서 프랑스는 국세로 운영되는 반면, 스위스ㆍ노르웨이ㆍ
스페인은 지방세로 운영되고 있다. 과세단위는 일반적으로 가구이나 스페인
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순자산을 기준으
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면세기준 등은 과세대상의 범위를 고려하여 상
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부유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프랑스는 경
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부유세를 개편하여 2018년부터는 부동산 순자산이
130만 유로를 초과하는 가구에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 3개국은 부동
산뿐 아니라 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고려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싱글 15만
7,833유로와 기혼 31만 5,666유로, 스페인은 싱글 70만 유로와 기혼 140만
유로, 스위스는 싱글 6만 7,550유로와 기혼 13만 5,100유로를 면세기준으
로 하고 있다.
세율을 보면, 노르웨이를 제외한 3개국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프
랑스와 스페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0.5~1.5%와 0.2~3.5%, 노르웨이는
0.8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를 제외한 3개국에서
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고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총소득의 75%, 스페인은 총과세소득의 60%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 스위
44) 박성록(2007), p. 154; OECD(2018c), p. 16.
45) OECD(2018c), p. 17.
46) Ibid.,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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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26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기준
은 순자산 중 순임대료, 과세대상 소득 중 부유세 비중 등 지역에 따라 상이하
게 설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4개국의 GDP 대비
부유세 비중을 살펴보면, 스위스가 1.03%로 가장 높고 스페인이 0.18%로 가
장 낮으며, 총세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 4개국의 부유세 개요
구분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과세주체

국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가구

개인

가구

과세단위

가구

과세대상

부동산

면세기준(유로)

1,300,000

세율
세부담 상한
GDP 대비 부유세
비중(2016, %)
총세입 대비 부유세
비중(2016, %)

금융+부동산+동산 금융+부동산+동산 금융+부동산+동산
ㆍ싱글: 157,833

ㆍ싱글: 700,000

ㆍ부부: 315,666

ㆍ부부: 1,400,000 ㆍ부부: 135,100

누진세율(0.5~1.5%) 단일세율(0.85%) 누진세율(0.2~3.5%)

ㆍ싱글: 67,550
누진세율

총소득의 75%

-

총과세소득의 60% 지역에 따라 상이

0.22

0.43

0.18

1.03

0.48

1.13

0.54

3.70

자료: OECD(2018c), pp. 75-94;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국(2018), pp. 2~9; PWC, “Worldwide Tax Summaries”(온라
인 자료, 검색일: 2021. 7. 30).

2) 부유세 도입 논의 동향
그동안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부유세의 부작용 및 실효성을 고려할
때 부유세 도입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왔다. 그러나 최
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자 IMF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유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미국ㆍ독일 등도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IMF의 재정위원회(Fiscal Affairs Department)는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정치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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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도입을
제안하였다. 사회연대세를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득세, 고가 재산, 부유
세에 대해 세율을 인상(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확보된 사회연대세를
통해 교육, 의료,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확대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불평등
완화 및 사회적ㆍ정치적 결속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47)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한 대표적 국가로
미국ㆍ독일ㆍ아르헨티나가 있다. 미국은 2020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엘
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순자산 5,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가구 및 신탁에
대해 일정 비율의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하면서 부유세가 정책 쟁점으로
급부상하였다. 당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순자산 5,000만 달러 이상
에는 2%, 10억 달러 이상에는 3%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하였으며, 2021
년 소위 ｢초부유층 과세 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부유세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조세회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유세 납세의무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과세기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국적포기세(exit
tax)를 부과하도록 하였다.48)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부유세 과세대상은 상대적
으로 적은 반면 전체 세수에서 부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
어 부유세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 시사점을 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49)
독일은 기존 부유세를 운영하다가 폐지한 국가로 코로나19를 계기로 부유
세 부활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사회민주당ㆍ녹색당ㆍ좌파당은 순자
산 200만 유로를 넘는 경우 부유세를 부과하고 억만장자의 경우 최고 1.5%
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50) 그러나 독일의 진보당이 부유세 부활
47) IMF(2020b), p. 2.
48) Warren, Elizabeth(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30).
49) 한국금융연구원(2019), p. 21.
50) “Germany’s SPD, wants to target super rich with wealth tax”(2019. 8. 27), 온라인 기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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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게 보수당에서는 세금 인상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
히 밝히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1)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연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부유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12월 18일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운영하
고 있다. 부유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외 보유 중인 자산가치의 합계가 200만
페소를 넘는 개인으로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2~3.5%,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3~5.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52) 2021년 현재 아르헨티
나는 부유세를 통해 GDP 대비 0.5%가량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53)

2.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
이 절에서는 국가별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연합왕국인 영국,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중
심으로 납세의무자, 세율, 세액 산출과정 및 감세 및 공제사항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에 따라 과세체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과세표
준 기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뉴욕시)를 살펴보
았다. 캐나다는 주택 보유세가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원이기는 하지만 주정부
세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 차이를 보이고, 영국
은 주택 보유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아닌 주택 점유자
라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어 사례 국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누

일: 2021. 7. 30).
51) “German conservatives reject tax hikes in draft election manifesto”(2021. 6. 15), 온라인 기
사(검색일: 2021. 7. 30).
52) PWC, “Worldwide Tax Summar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30).
53) “Critics say a wealth tax wouldn’t work. Argentina just brought in $2.4 billion with
one”(2021. 3.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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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 세율구조, 주거용 및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차등과세제도를 운영한다
는 특징으로 사례에 포함하였다.

가. 미국
미국은 주정부의 하위단계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를 보유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카운티(county)와 기초지방정부(municipalities)
로 구성된다. 기초지방정부는 시(city), 타운(town), 자치구(borough), 빌리지
(village) 등으로 다양하며 그 유형과 성격도 주정부마다 차이가 있다.54) 따라
서 각 지방정부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뉴
욕주 중에서도 뉴욕시(New York city)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재산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1) 뉴욕주 재산세(Property tax): 뉴욕시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유형
뉴욕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 또는 타운 거주자이며, 과세대장(tax
roll)에 이름이 등록된 자이다.55)
뉴욕주의 지방정부 중 뉴욕시와 나소(Nassau) 카운티는 재산세 부과 시
부동산 유형을 [표 2-3]과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정부의 경우 부동산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하고 있다. Class 1과 2는
주거용 부동산을 의미하며, Class 1은 1~3가구 단위의 주거용 부동산, Class
2는 3가구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cooperatives and condominiums)이 해당
54) 이선화, 마정화(2015), p. 68.
55) 위의 자료,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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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Class 3은 유틸리티 장비회사 및 특별 프랜차이즈 건물, Class 4는 오피
스 빌딩, 공장, 상점, 호텔 등 기타 모든 부동산이 이에 해당한다. 즉 동일한
주거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규모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설정된다.

표 2-3. 뉴욕시 부동산세 등급
구분

내용

Class 1

1~3가구 주거용 부동산

Class 2

조합 주택(cooperative) 및 아파트(condominium)를 포함한

Class 3
Class 4

3가구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
유틸리티 장비회사(utility company equipment)
및 특별 프랜차이즈 건물
오피스 빌딩, 공장, 상점, 호텔을 포함한 기타 모든 부동산

자료: NYC, “Residential property taxes gui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3).

나) 재산세 산출
재산세 계산은 우선 부동산의 시장가치(market value)에서 부과율
(assessment percentage)을 적용하여 산출된 과세가치(assessment value)
를 산정한다. 다음으로 공제액(exemption)을 제외하여 과세금액(taxable
value)을 산출한 뒤, 세율(tax rate)을 적용하여 감세 전 재산세(property
tax before abatements)를 산출하고 감세액(abatement)을 제외하여 최종
재산세를 산정한다.
부동산세 등급에 따라 시장가치를 산출하는 방법과 부과율이 차이가 나는
데, Class 1 부동산은 주변 유사 부동산의 최근 판매가격 등의 데이터를 활용
한 분석자료로 부동산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반면, Class 2와 Class 4는 수익
을 기반으로 시장가치를 평가한다. 부과율은 Class 1 부동산은 6%, Class
2~4 부동산은 45%를 적용하며, 과세가치는 산출된 각 부동산의 시장가치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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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뉴욕시 재산세 산출과정
(단위: 달러, %)

구분

금액

시장가치

850,000
부과율(%)

ⅹ0.06

과세가치

51,000
공제액 차감

-2,000

과세금액

49,000
세율(%)

ⅹ0.21045

감세 전 재산세

10,312.05
감세액 차감

1,500

총 재산세액

812.05

자료: NYC, “Department of Finan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3).

다) 세율
세율은 부동산세 등급별로 상이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뉴욕시의 부동산 세율은 등급에 따라 10.694~21.045% 수준이다. 3가
구 미만의 주택인 Class 1의 세율은 21.045%로 4개 등급 부동산 중 가장 높
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Class 4는 10.694%로 세율이 가장
낮고 과거 대비 큰 변동 없이 부과되어왔다. 2019년 기준 미국 전체 재산세

표 2-5. 뉴욕시 부동산 등급별 세율
(단위: %)

연도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2020~21

21.05

12.27

12.83

10.69

2019~20

21.17

12.47

12.54

10.54

2018~19

20.92

12.61

12.09

10.51

2017~18

20.39

12.72

11.89

10.51

2016~17

19.99

12.89

10.93

10.57

2015~16

19.55

12.88

10.81

10.66

2014~15

19.16

12.86

11.13

10.68

2013~14

19.19

13.15

11.90

10.32

자료: NYC, “Department of Finan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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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이 1.03%인 데 반해 뉴욕주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1.30%로 14번째
(워싱턴 D.C.를 포함한 51개 주 가운데)로 높은 주에 해당한다.56)

라) 공제
뉴욕시에서는 고령자, 재향군인, 성직자, 장애인 및 기타 대상자에게 세금
을 공제해주고 있다. STAR(School Tax Relief) 프로그램은 기본형(Basic)
과 고급형(Enhanced)으로 구분된다. 기본의 경우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인
주택 소유주에게 약 300달러의 세금이 감면되고 고급의 경우 연소득 9만
550달러 이하인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약 650달러의 세금이 감면된다.
연소득이 5만 8,399달러 이하인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과세가치의 최

표 2-6. 뉴욕시 재산세 공제 자격 및 혜택
구분
기본 STAR
(School Tax Relief)

자격
연간 소득이 250,000달러 이하인 주택,
조합주택 및 아파트 소유주

고급 STAR

연간 소득이 90,550달러 이하이며 65세

(School Tax Relief)

이상의 주택, 조합주택 및 아파트 소유주

고령자 주택 소유자

연간 소득이 58,399달러 이하이며 65세

공제(SCHE)
장애인 주택 소유자
면세(DHE)
재향군인 공제

이상의 소유주
연간 소득이 58,399달러 이하이며 장애가
있는 소유주
특정 재향군인, 재향군인의 배우자ㆍ미망인 및
전사자의 부모

혜택
연간 약 300달러 감세
연간 약 650달러 감세
과세가치 최대 50% 공제
과세가치 최대 50% 공제
자격에 따라 다른 혜택
부여

범죄 피해자 및 범죄를 막거나 피해자를
장애가 있는 범죄 피해자 도우려다 부상을 당한 사람. 소유주는
및 선한 사마리아인 공제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주택을

장애인을 수용하기 위한
수리 비용 보상

보유해야 함
성직자 공제

특정 성직자 일원 또는 그들의 미혼 상속
배우자

과세가치에서 1,500달러
감세

자료: NYC, “Department of Finan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3).

56) Tax Foundation(2021), Tabl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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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50%의 세금이 감면된다. 이외에도 재향군인(Veterans), 성직자(Clergy),
범죄 피해로 장애를 가지게 된 자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
다.57)

2) 캘리포니아주 재산세(Property tax)
가) 주민발의안 제13호(Proposition 13)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산세 과세권자는 지방정부이지만 ｢주헌법 주민발의
안｣ 제13호를 통해 주정부에서 과세방식을 규정 및 감독하고 있다.58) 1978
년부터 도입된 ｢주민발의안｣ 제13호에 의해 ｢주헌법｣ 제13A조가 개정되면
서 지방정부의 재산세 증세가 제한되고 있다.
｢주민발의안｣ 제13호의 도입 이전 1970년대 중반 미국 물가가 급격히 상
승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평가액도 함께 상승
하였다.59) 그러자 소득이 적은 고령층 주택소유자의 불안이 가중되는 등 재
산세 세부담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세 세율 인상
을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제13호가 발의되었고 캘리포니아주 주민 동의를
통해 1978년 7월 통과되었다.
｢주헌법｣ 제13A조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에 기초한 종가세 최고액은 재산
세 과세평가액(full cash value)의 1%를 상한으로 하며, 세금은 카운티가 징
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60) 또한 재산세 과세평가
액은 1975~76년 기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연간
2% 한도 내에서만 과세평가액을 조정(인상)할 수 있다.61)

57) NYC, “Department of Finan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3).
58) 이선화, 마정화(2015), p. 80.
59) 박 훈(2015), p. 174.
60) JUSTIA, “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XIII 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3).
61) Legislative Analyst’s Office(201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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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캘리포니아주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기준 재산의 소유권자이며, 소유
권 변경 시 새로운 소유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유권 변경 시 ｢주민발의
안｣ 제13호에 의해 시장가치로 재산을 재평가한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개인의 유형자산에만 부과되며 무형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면세되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권(possessory interests)
은 소유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독립적이고 지속적이며 배타적일 경우 재산세가
과세된다.62)

다)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은 평가관(assessor)이 평가하는 재산의 과세평가액과 재산이 소재한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주민
발의안｣ 제13호에 따른 재산과세평가액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이때 과세평가액은 매년 2% 증가한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 부동
산의 개ㆍ증축분은 그해 시장가격으로 평가되고 매년 최대 2%씩 상승하나,
미개축분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재
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민발의안｣ 제13호에 따라 부동산 평가액 이하로
시장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63)
세율은 원칙적으로 과세평가액의 1% 한도이며 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 필
요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라) 감면 및 공제
공제항목으로는 재향군인 공제, 기관단체 공제, 매매용 건축물 배제, 재해
구제 등이 있다. 재향군인 공제는 자산 기준에 따라 4,000달러를 공제해주
62) 박 훈(2015), p. 180.
63)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3).

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 • 47

며, 장애가 있을 경우 최대 15만 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교회, 비영리
대학, 박물관, 학교, 도서관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완전 공제가 적용된다. 매
매용으로 건축한 신축건물과 1만 달러 이상의 재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서
도 혜택이 부여된다.

표 2-7. 캘리포니아주 재산세 공제 자격 및 혜택
구분

자격
퇴역군인 중 자산 5,000달러 이하 독신자,

재향군인

자산 10,000달러 이하 기혼자
장애퇴역군인

기관단체
매매용 건축물
배제
재해구제

교회, 비영리대학, 공동묘지, 박물관, 학교,
도서관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용으로 건축한 신축건물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재산으로 부동산이
10,000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혜택
4,000달러
최대 15,000달러
완전 공제
추가 평가(supplemental
assessment)에서 제외
평가사 평가

주: 매매용 건축물의 경우 가치변동을 재평가하는 추가 평가에서는 제외되나 재산세 평가에는 포함됨.
자료: 이선화, 마정화(2015), p. 86의 내용 정리.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자가로 거주하면 7,000달러를 공제해주고, 재산세
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초과금액만큼 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나. 캐나다(밴쿠버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재산세
(Property Tax)
1)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캐나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부과된 재산세는 지방
정부에 납부된다.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은 부동산이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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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은 토지와 토지개량물 등을 포함한다.64)

2) 과세표준 및 세율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재산세 산정을 위한 부동산 평가는 BC Assessment
를 통해 이루어진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재산 과세를 위해 BC Assessment
는 200만 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가치
(market value)에 기반한 평가가치(assessed value)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
다.65) 부동산의 평가는 유형 및 용도에 따라 9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평가
가치와 등급은 위치(location), 원가(original cost),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수익 또는 임대가치(revenue or rental value)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다.66) 이때 부동산의 정보는 건축허가(building permits), 토지관리국(land
titles office), 부동산 거래(real estate transactions), 부동산 방문 등의 정
보를 통해 수집한다.67)
총 9개로 구분되는 부동산 등급(property class) 중 주택(residential)은
Class 1로 구분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요양원, 조
립식 주택(manufactured homes), 일부 공터(vacant land), 농장건물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68)
밴쿠버시의 경우 재산세율은 일반 부과금(general levy)과 다른 과세당국
부과금(levies from other taxing authorities)으로 구분된다. 일반 부과
금은 부동산 등급별 순과세가치(net taxable value)69) 1,000달러당 적용
되는 세액이며, 매년 시의회에서 해당 연도의 연간 예산 채택 시 조례로 결정
64) 김정우(2013), p. 71.
65) BC Assess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66) 위의 자료.
67) 위의 자료.
68) 위의 자료.
69) 순과세가치(net taxable value)는 세금이 부과되는 부동산의 가치로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가치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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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70) 다른 과세당국 부과금에는 주 교육세, 트랜스링크 대중교통, BC
Assessment, 광역 밴쿠버 지구, 지방 재정당국의 부과금이 있다.71) 2021년
기준 밴쿠버시의 주택에 대한 1,000달러당 재산세액은 일반 부과금이
1.60152달러이며, 다른 과세당국 부과금을 합한 총세액은 2.92250달러이다.

표 2-8. 밴쿠버시 주택(Residential, Class 1) 기준 1,000달러당 재산세액
(단위: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 부과금

1.26093

1.24393

1.33572

1.58076

1.60152

주 교육세

0.98007

0.92146

0.91773

0.99877

0.96661

트랜스링크

0.22650

0.21766

0.22617

0.25337

0.25898

BC Assessment

0.04462

0.04147

0.03970

0.04288

0.04116

광역 밴쿠버 지구

0.04256

0.04353

0.04164

0.04970

0.05403

지방 재정당국

0.00021

0.00021

0.00020

0.00020

0.00020

합계

2.55489

2.46826

2.56116

2.92568

2.92250

자료: City of Vancouve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3) 실거주 주택 소유자 보조금(home owner grant)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실거주자의 주택용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주택 소유자 보조금(home owner gran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72)
주택 소유자 보조금은 크게 일반 보조금(regular grant)과 추가 보조금
(additional grant)으로 구분된다. 보조금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게 적용되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거주하며 자가점유하는 자에게 지급된
다. 일반 보조금은 수도 지역(capital regional district), 광역 밴쿠버 지역
(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 프레이저 밸리 지역(fraser valley
regional district)에서는 570달러를 지원받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770달러
70) City of Vancouve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71) 위의 자료.
72) 소유한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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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받는다.73) 부동산 평가액이 162만 5,000달러 이하로 평가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보조금이 모두 지급되고 162만 5,000달러를 초
과하는 부동산은 부분 보조금(partial grant)이 지급된다.74)75) 추가 보조금
은 고령자(senior), 재향군인(veteran), 장애인(person with a disability)
등에게 추가로 지급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일반 보조금에서 275달러
를 추가로 지급하며, 재향군인의 경우 보통은 일반 보조금을 받지만 소득이 3
만 2,000달러 이하일 경우 275달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76) 주택 소
유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역시 275달
러를 추가로 지급받는다.77)
주택 소유자 보조금의 대상자였지만 작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 소급 주택 소유자 보조금(retroactive home owner grant)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 보조금(multiple home owner grant)
도 운영하고 있다.78)

다. 영국: 카운슬세(Council Tax)
1) 도입배경
영국은 역사적으로 한 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자산세(Property tax), 레이
트(rates)를 지방세로 부과해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자산가치를 평가
하여 다양한 유형의 레이트를 부과하였는데, 동일한 자산의 가치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1948년 영국 전

73)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74) 162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동산은 1,000달러당 5달러씩 보조금이 감액되며, 173만 9,000달러
(북부 및 농촌 지역의 경우 177만 9,000달러) 이상으로 평가된 부동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75)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76) 위의 자료.
77) 위의 자료.
78)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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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모든 자산가치 평가는 내국세평가국(The Inland Revenue Valuation
Office)에 의해 수행하게 되었다.79) 이후 레이트를 활용한 조세 방식이 지방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1973년 영국정부는 레이필드위원회
(Layfield Committee)를 구성하고 지방소득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지방재
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80)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행정부는 1989년 스코틀랜드, 1990년 잉글
랜드와 웨일스에 주민부담금(community charge) 제도를 새로운 지방세 제
도로 도입하였다.81) 정부는 주민부담금 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책임성을 제
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배의 역진성과 불공평한 과세 문제 등으로 국민
의 조세저항이 심해졌고 조세반란(Tax Revolt), 납부거부운동(Anti-Poll
Tax) 등으로 저항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처가 물러나고 존 메이저 정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1993년 4월 1일 카운슬세(Council tax)가 새로운 지방세
로 도입된다.82)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유자 외에 임차인도
이에 해당된다. 과세대상은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의 성인(18세 이상)이 거주
하는 가구 단위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성인 1인이 거주하면 세금을 감면받고
납세의무자가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83)

79) 김의섭(2013), p. 47.
80) 위의 자료, p. 51.
81) 위의 자료, p. 52.
82) 위의 자료, p. 53.
83) 김지혜 외(2020b),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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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 및 세액
과세대상 주택의 자산가치는 국가기관인 평가청(Valuation Office Agency)
에 의해 결정된다. 지방정부는 카운슬세를 부과하기 위한 주택공개시장가
치(open market value of a property)를 8∼9개 구간(A~H 또는 I)으로 구
분하고 있다. 구간의 금액은 영국 의회가 법으로 정하며 개별 자치단체들은
평가등급의 구간을 변경할 수 없다. 공개시장가치란 특정자산이 1991년 4월
1일 시점의 공개시장을 통해 거래된다고 가정할 때 주택의 판매자가 합리적
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뜻하며, 평가청에 의해 결정된다.84) 과세표
준 평가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우 1991년 4월 1일 기준, 웨일스의 경
우 2003년 4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및 크기, 특성, 위치 등을 반영하여 결
정한다.85) 주택의 규모가 변동되거나 가정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비교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를 재산정할 수 있다.86)
세액은 [표 2-9]와 같이 대상 주택이 해당되는 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D등급을 기준으로 각 평가등급별 비율에 의해 산정되며, A등급은 D등급의
67% 수준, H등급은 D등급의 200% 수준(웨일스 I등급은 D등급의 233% 수
준)으로 A등급보다 H등급(I등급)에 높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카운슬세의 산정과정은 지방정부에서 D등급의 과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주택의 상대세율(D등급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세액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에는 3배 이상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다.

84) 남기업, 성승현, 조성찬(2014), p. 40.
85) 북아일랜드의 경우 과거 지방세 방식인 레이트(rates) 제도를 지속하고 있다.
86) Scottish Assessors Associ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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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카운슬세 평가등급별 가격대
(단위: 파운드, %)

평가등급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D등급에 대한 비율

A

40,000파운드 이하

27,000파운드 이하

44,000파운드 이하

6/9(67%)

B

C

D

E

F

G

H
I

40,000~

27,000~

44,000~

52,000파운드

35,000파운드

65,000파운드

52,000~

35,000~

65,000~

68,000파운드

45,000파운드

91,000파운드

68,000~

45,000~

91,000~

88,000파운드

58,000파운드

123,000파운드

88,000~

58,000~

123,000~

120,000파운드

80,000파운드

162,000파운드

120,000~

80,000~

162,000~

160,000파운드

106,000파운드

223,000파운드

160,000~

106,000~

223,000~

320,000파운드

212,000파운드

324,000파운드

320,000파운드

212,000파운드

324,000~

초과

초과

424,000파운드

-

-

424,000파운드 초과

7/9(78%)

8/9(89%)

1(100%)

11/9(122%)

13/9(144%)

15/9(167%)

2(200%)
21/9(233%)

자료: Scottish Assessors Associ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GOV.U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4); 김의섭(2013)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2016~17년 이후 최근까지 D등급의 지역별 평균 과세액을 살펴보
면, 모든 지역에서 평균 과세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증가율은 시
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최근(2020~21년) 잉글랜드의 D등급 평균
과세액은 1,818파운드로 전년대비 약 3.9% 상승하였으며, 런던 지역은
1,534파운드, 대도시권역은 1,809파운드, 단위행정구역은 1,886파운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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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지역별 D등급 평균 과세액

구분

잉글랜드

런던

대도시권역

단위행정권역

(London areas)

(Metropolitan areas)

(Unitary areas)

파운드

상승률

파운드

상승률

파운드

상승률

파운드

상승률

2016~17

1,530

3.1%

1,306

0.6%

1,506

3.8%

1,572

3.5%

2017~18

1,591

4.0%

1,350

3.4%

1,575

4.6%

1,641

4.4%

2018~19

1,671

5.1%

1,405

4.1%

1,658

5.3%

1,729

5.4%

2019~20

1,750

4.7%

1,477

5.1%

1,739

4.9%

1,84

4.3%

2020~21

1,818

3.9%

1,534

3.9%

1,809

4.0%

1,886

3.9%

자료: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2021).

4) 감면 및 할인
카운슬세의 감면 및 할인은 크게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수와 관련된 할
인과 주택 특성에 대한 할인이 있다. 카운슬세는 2명 이상의 성인이 거주하는
가구 단위가 기준이 되는데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이 1인일 경우 카운슬세 부
과액의 25%를 감면받는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 견습 훈련(apprentice
schemes) 중인 사람, 전업 대학생, 학생 간호사, 외교관, 외국어 교육 보조자
등은 성인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 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100%
감면받는다.87) 주택 특성과 관련한 감면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을 2채 소유하
여 두 번째 주택이 별장으로 활용될 경우 두 번째 주택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88)

87) 김지혜 외(2019), p. 66.
88) 김의섭(2013),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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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싱가포르
1)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싱가포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로 부동산의 점유 여부, 임
대 여부,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주택(houses), 건물(building), 토지(land), 공동주택(tenements)이다.

2)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 주택의 가치는 연간 가치(annual value)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
우 해당 주택의 예상되는 총 연간 임대료(gross annual rent)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가치는 싱가포르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에서 산정하며 이때 가구, 비품, 유지관리 비용 등은 제외되며 실
제 수령한 임대소득이 아니라 유사한 부동산의 추정 시장 임대료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연간 가치 산정 시 인근의 유사한 부동산 임대료 외에도 주택의 크
기, 위치, 상태, 기타 물리적 속성(other relevant physical attributes) 등
이 고려된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방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법률에 의해 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세율은 연간 가치가 높게 평가된 주거용 부동산에 더 높은 과세를 하
는 누진적 구조이다. [표 2-11]과 같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
산의 경우 싱가포르 달러기준으로 연간 가치 8,000달러까지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으며, 5만 5,000달러까지 세율 4%가 적용되어 세금은 1,880달러가
부과된다. 5만 5,000달러를 넘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1만 5,000달러가 추
가될 때마다 2%씩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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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연간 가치 3만 달러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3,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4만 5,000달러를 넘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1만 5,000달러가 추가될 때마다 2%씩의 세율이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거주 중인 주거용 부동산의 연간 가치가 8만 4,000달러이면 처음
8,000달러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없고 다음 4만 7,000달러에 대해 세율
4%가 적용되어 세금은 1,880달러, 다음 1만 5,000달러는 세율 6%가 적용
되어 세금은 900달러 책정, 나머지 1만 4,000달러는 세율 8%가 적용되어
1,120달러의 세금이 발생하여 총 3,900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같은 방
법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의 세금도 정해진 세율에 따라
산정된다. 2채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1채에서 거주할 경우 거
주하고 있는 1채의 부동산은 거주 주거용 부동산 세율로 계산되고, 나머지는
비거주 주거용 부동산 세율로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표 2-11.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 세율
(단위: 싱가포르 달러)

소유자 거주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비거주 주거용 부동산

연간 가치

세율

납부 금액

연간 가치

세율

납부 금액

First 8,000
Next 47,000

0%
4%

0
1,880

First 30,000
Next 15,000

10%
12%

3,000
1,800

First 55,000
Next 15,000

6%

1,880
900

First 45,000
Next 15,000

14%

4,800
2,100

First 70,000
Next 15,000

8%

2,780
1,200

First 60,000
Next 15,000

16%

6,900
2,400

First 85,000
Next 15,000

10%

3,980
1,500

First 75,000
Next 15,000

18%

9,300
2,700

First 100,000
Next 15,000

12%

5,480
1,800

First 90,000
Above 90,000

20%

12,000

First 115,000
Next 15,000

14%

7,280
2,100

First 130,000
Above 130,000

16%

9,380

자료: IRA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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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제 및 감면
싱가포르의 경우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
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재산세 면제의 경우 건물 용도가 공
공 예배 장소, 공립학교,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새 집을 짓기 위
해 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법(Property Tax Act)｣의 Replacement
Owner-Occupied House under Construction 명령에 따라 최대 2년까
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과 동일하다.

3.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와 특징
가. 부동산 보유세제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가장 오래된 세금으로 사회ㆍ경제 환경 및 정
책적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2004년)되면서 보유세 과세체계가 크게 변화하였다.89) 2004년 이전의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였
으며, 그 외 도시계획세나 지방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도 과세하였다.90) 토지
분 보유세는 재산세 형태로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토지
만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는 1990년 도입되었다.91) 종합
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가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 보유세로 과세대상
89) 국회예산정책처(2018b).
90) 박명호(2011), pp, 39~42.
91)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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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92)
과세표준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기초지자체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
한 토지가액이며, 세율은 과세방식에 따라 9단계 초과 누진세율(종합합산방
식과 별도합산방식), 용지별 단일세율(분리과세)이 적용되었다.93)

표 2-12. 종합토지세 개요(2004년)
구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자경농지, 임야, 목장,

과세대상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

일반 영업용 건축물

공장, 골프장ㆍ별장ㆍ

외

부속토지

고급오락장용, 기준면적 초과
주택부속 토지

과세표준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기초지자체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ㆍ임야 : 0.1

세율(%)

0.2/0.3/0.5/0.7/1.0/1.5/ 0.3/0.4/0.5/0.6/0.8/ ㆍ공장용지 및 기타 : 0.3
2.0/3.0/5.0

1.0/1.2/1.5/2.0

ㆍ별장ㆍ고급오락장ㆍ골프장
기준면적 초과 주택지: 5.0

과세주체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자료: 박명호(2011), pp. 39~42을 바탕으로 [표 III-1] 수정.

건물분 보유세인 재산세는 1961년 도입되었으며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한 보통세였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
로 하며, 주택의 경우 최소 0.3%에서 최대 7%까지 6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었다. 단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과세기준일 당시 1년
미만의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건축
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92) 박명호(2011), pp, 39~42.
93)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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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원화된 과세체계와 낮은 시세 반영률로 인해 고가주택의 세금이
중저가주택보다 낮게 부과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으며,94) 과세체계 자체도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득재분배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정
부는 보유세 강화ㆍ거래세 완화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세율을 인상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하였다.

표 2-13. 재산세 개요(2004년)
구분
과세대상

건축물
주택

골프장, 별장,

도시 거주지 내

고급오락장

공장용 건축물

그 외 건물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면적×가감산율)
ㆍ신축건물기준가액: 표준건축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

세율(%)

0.3/0.5/1/3/5/7

과세주체

5

0.6

0.3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ㆍ공익사업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공동체 소유 건축물

비과세

ㆍ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ㆍ과세기준일 당시 1년 미만의 건축물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ㆍ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ㆍ재산세 세액 2,000원 미만의 건축물

자료: 박명호(2011), pp. 43~45를 바탕으로 [표 III-3] 수정.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여 과세하던
것을 주택에 대해 통합과세하기로 하면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
94) 예를 들어, 당시 시세 4억 원인 용인 소재 67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90만 원이지만, 시세 10억 원의 서
울 반포동 소재 49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30만 원으로 고가주택의 재산세가 더 낮게 산정되었다.
｢고가아파트 세금 부담 크게 늘어날 듯｣(2004. 9.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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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보유세를 통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 재산세는
넓은 세원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유형별
평가금액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 비교적 고율의 세
율이 적용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림 2-4. 주택 보유세 제도의 개편

자료: 류영아(2021), pp. 7~9를 바탕으로 [그림 1] 제목과 그림 수정.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
화하고자 2009년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등의
제도 개편이 있기는 했지만, 2005년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는 큰 틀
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현행 주택 보유세의 과세체계와 특징
1) 주택 보유세의 과세체계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주택법｣에 근거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 • 61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95)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
당 주택을 사실상 소유한 자를 납부대상자로 하고 있다. 재산세 세액은 과세
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데, 과세표준은 단독ㆍ공동 주택의
공시가격96)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서 산출한다. 세율은 기본적으
로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
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재산세 부
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3년간(2021~23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이유가 있
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율 조정의
범위는 표준세율의 50% 내로 규정하고 있다.97)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세
부담 상한 기준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는 130%로 설정되어 있다. 그 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양이나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은 주거용 건축

95) ｢주택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을 의미하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
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한다(국세청, 행정안전부 2021, p. 72).
96) 주택공시가격은 법률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하는 주택의 적정가격을 의미하
며, 이때 적정가격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
는 가격을 말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동산공시가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9)). 즉 과
세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시장가격)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와 차이를
보인다. 시세(시장가격) 대비 공시가격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 부른다. 이때 시세는 실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주택시장동향자료와 평가 선례 등을 참고하여 이상치를 제거한 후 산정된 가격
을 의미한다(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2020. 11. 4), p. 3).
97)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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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98)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
년 6월 1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한다. 단 법인의 경우 6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공시
가격 합계액에 대해 과세하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
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과세표준은 소유자가 전국에 걸

표 2-14. 현행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요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류

지방세

국세

과세
대상
과세
표준

(1세대 1주택은 11억 원 초과 주택)

물건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공정시장가액비율(95%)}
2주택↓

3주택 등**

(누진공제)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6%(-)

1.2%(-)

3억~6억 원

0.8%(60만 원)

1.6%(120만 원)

1억 5,000만 원~3억 원 0.25%(0.2) 6억~12억 원

1.2%(300만 원)

2.2%(480만 원)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0.05)
0.15%(0.1)

1억 5,000만 원

5억 4,000만 원 초과

0.4%(0.35) 12억~50억 원 1.6%(780만 원) 3.6%(2,160만 원)
0.4%

*별장: 4%

상한

{(공시가격×(1-감면율*))-공제금액)×

적용세율

3억~5억 4,000만 원

세부담

인별 전국 합산

과세표준

6,000만 원~
세율

인별 합산가액 중 6억 원 초과분

물건별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10%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130%

50억~94억 원 2.2%(3,780만 원) 5.0%(9,160만 원)
94억 원 초과 3.0%(11,300만 원)6.0%(18,560만 원)
*법인: 2주택↓(3%) 3주택 등(6%)
2주택↓150%, 3주택 등 300%
(*법인은 제외)

주: 1) *는 재산세 감면주택의 경우 적용.
2) 재산세 세율의 괄호( )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로 2021~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3) **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의미.
자료: 국세청, 행정안전부(2021), p. 70, p. 9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 6. 29), p. 2.
98)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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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소유하는 주택가액을 인별로 합산한 후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2021년)를 적용하고 있다.99)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세율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을 적용하게 되는데 보유주택 수에 따라 동일한 과세표준이라 하더라도 세율
과 누진공제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6억 원 사이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0.8%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60만 원이 적용되지만, 동일한 과
세표준의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6%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120만 원이 적
용된다. 반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데 보유주택
수가 2주택 이하이면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6%
가 적용된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과세표준뿐 아니라 주택 수와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것은 법인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
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적
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100)이 적용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까지는
150%,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300%가 적용된다.

2)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의 특징
일반적인 부동산 보유세는 물세, 종가세로서의 특징101)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그 외에도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
99)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 9. 13), p. 16.
100) 종부세 세부담 상한의 경우 종부세 세액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종부세+재산세’ 세액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된다.
101)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사람이 아닌 재산(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물세로서의 성격과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가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박상수 외 2019, p. 53). 또한 보
유 부동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다(박명호 2011, p. 20; 박상
수 외 2019,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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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각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택시장의 경기 변동에 따라 강화ㆍ완화를 반복해
온 것이 큰 특징이다.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동안
은 세율이나 현실화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한 반면, 주택가격이 안
정ㆍ하락하였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세
율 인하 등을 통해 보유세를 완화해왔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의 변화 추이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
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05~07년(노무현 정부), 정부는 보유세 강화
ㆍ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기조 아래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다.102) 당시 과
세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으로 설정할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설정할지 논란
이 있었으나, 주택가격이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서 공시가격 6억 원으로 설정
하게 되었다.103)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ㆍ하락했던 이명박 정부 동안은 1주택
자에 대한 기준과 세율을 완화하고, 과표 현실화를 중단하면서 노무현 정부
와는 반대로 보유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104) 박근혜 정부 때
는 2013년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보유세를 완화하고자 하
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었다.105)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유세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다시 바뀌면서 중단되었던 과표 현실화와 더불
어 세율 인상 등이 추진되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시장의 경기 변
동과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급격히 변화되어왔다는 점은 OECD 등 국제기
구가 권고하고 있는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 목적과도 다소 거리가 있으며, 부
동산 세제로서의 기본원칙이나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동일한 주택 물건에 대해 지방세와 국세를 동시에 부과한다는 점
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동일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
102) 임재만(2021), p. 93.
103) 위의 자료, p. 93.
104) 위의 자료, p. 95.
105) 위의 자료,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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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각각의 목적과 조세원칙 등에는 차
이가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
고 있어 미국ㆍ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목적과도 유사하
다. 종합부동산세는 국가 재원 마련과 더불어 부동산시장 안정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06) 즉 총보유주택가액이 높은
일부 계층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거둬들인다는 점에서 일부 불평등을 완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부동산 교부세를 배분한다는 점
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조세원칙 측면에서 재산세는 편익
원칙, 종합부동산세는 능력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편익원칙의 재산세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편익의 대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는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세율이 낮고
인별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편익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4. 요약 및 시사점
최근 IMF를 비롯해 OECD,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는 불평등을 완화
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
다. 보유세 강화를 위해 실제 시장가치 및 수익을 기반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 국제기구

106)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
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776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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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양한 조세항목 중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법인세
나 개인소득세보다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덜하고, 안
정적으로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단 정책입안자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및 개별 조세항목이 아닌 전체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고려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고령
층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제도나
분납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
졌으며, IMF에서는 세율 인상과 시장가격을 반영한 과세 기반구축 외에 부유
세 등을 활용한 사회연대세(solidarity surcharge)를 일시적으로 도입할 것
을 권고하였다.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부유세는 고소득층의 조세회피
현상과 과도한 행정비용을 이유로 프랑스ㆍ노르웨이ㆍ스페인ㆍ스위스에서만
운영 중인 과세제도였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과 독일에서 부유
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2020년 말
200만 페소를 넘는 자산가를 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 부유세를 도입하
였다. 국내에서도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완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사회연대세특별법｣이 최근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를 대
상으로 하고 있어 부유세를 활용한 해외 국가들과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107)
각국의 부동산 과세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을 비롯한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주택 관련 세목에 대한 과세대
상, 세율, 과세표준 등을 알아보았다.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의 공통점은 주택
보유단계에서 대체로 재산세를 부과하며, 이들 보유세는 지방세에 속하고,
비례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택의 총가치에 기반해 과세가치를 평가하고
107) 의안정보시스템. [2110160]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이상민 의원 등 11인)(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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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과세에 대한 공제 및 감면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만 국가별로 제도 도입의 배경이나 정책 중점 요인을 고려하
여 세목이나 세율 등을 다른 구조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예로 한국은 주택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 과세
가치의 평가기준의 경우 한국, 영국, 미국(캘리포니아), 미국(뉴욕주) 및 캐나
다의 Class 1 등급 등 대부분 국가가 주택의 총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싱가포르 등은 주택의 임대가치를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에는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적, 세율구조, 세율
수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유세 부과 목적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지
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나, 국제사회는 재산과세 강화를 통
해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투기수요 근절 등 부
동산시장 안정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율구조 측면
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 미국, 영국, 캐나

표 2-15. 주요국 주택 보유세제의 공통점 및 차이점
구분

주요국

한국

ㆍ 주택 보유단계에서 주로 재산과세를 부과하며, 대체로 지방세에 해당
(단,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
공통점

ㆍ 납세의무자는 주택 소유자(다만 영국은 거주자로 설정)
ㆍ 과세표준의 기준은 전반적으로 주택의 총가치(다만 싱가포르는 임대가치 기준)
ㆍ 재산과세에 대한 공제ㆍ감면 대상이 존재

보유세
부과 목적
세율구조

ㆍ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

ㆍ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ㆍ 국제사회는 포용성장 및 불평등 완화

ㆍ 주택시장의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

ㆍ (미국, 영국, 캐나다) 비례세율
ㆍ (싱가포르) 누진세율

누진세율

ㆍ (미국, 캐나다, 영국) 높은 수준
세율수준

ㆍ (싱가포르) 높은 수준(다만 임대가치
기준이므로 직접 비교는 어려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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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다는 편익원칙에 따라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세율수준 측면에서는
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
히 싱가포르는 해당 주택이 거주주택 여부에 따라 다른 세율구조를 적용하고
있어,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거주 주택의 재산세액이
더 커지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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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가. 조세분류체계
OECD의 조세분류체계에 따르면 조세를 크게 6개의 세원(1000 소득과세,
2000 사회보장기여금, 3000 급여과세, 4000 재산과세, 5000 소비과세,
6000 그 외 조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재산과세는 대분류로 4000단위
에 해당한다(표 3-1 참고). OECD는 재산과세를 재산의 사용, 소유 또는 이
전에 대한 경상재산세(recurrent tax) 혹은 비경상재산세(non-recurrent
tax)로 정의하고 있다.108) 재산과세에는 부동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세금, 상
속 또는 증여를 통해 재산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세금, 금융 및 자본거
래(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세금이 포함된다.
재산과세는 크게 거래단계와 보유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OECD 조세체
계에서 보유단계 재산과세는 경상재산세로 보유세(4100),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부(net wealth) 또는 순자산(net worth)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부유세(4200) 및 기타 경상재
산세(4600)로 구성된다.
그리고 거래단계 재산과세는 비경상재산세로 상속 및 증여 등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4300), 재산의 취득 및 등록 등 거래단계에
발생하는 금융 및 자본거래세(4400) 및 기타 비경상과세(4500)로 구성된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재산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과세의 특성에
108) Tax on property is defined as recurrent and non-recurrent taxes on the use, ownership
or transfer of property. These include taxes on immovable property or net wealth, taxes
on the change of ownership of property through inheritance or gift and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This indicator relates to government as a whole(all
government levels) and is measured in percentage both of GDP and of total taxation
(OECD). https://data.oecd.org/tax/tax-on-property.htm(검색일: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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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OECD 조세구조
세원

세분류
1100 개인소득세(Of individuals)

1000
소득과세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1110 개인소득(On income and profits)
1120 자본이득(On capital gains)
1200 법인세(Corporate)
1210 법인소득(On profits)
1220 자본이득(On capital gains)
1300 분류불능항목(Unallocable between 1100 and 1200)

2000 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2100 근로자(Employees)
2200 고용주(Employers)
2300 자영업자(Self-employed or non-employed)
2400 분류불능항목(Unallocable between 2100, 2200 and 2300)

3000 급여세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4100 보유세(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4110 가구(Households)
4120 기타(Others)
4200 부유세(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210 개인(Individual)
4000
재산과세
(Taxes on Property)

4220 법인(Corporate)
4300 상속 및 증여세(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4310 상속세(Estate and inheritance taxes)
4320 증여세(Gift taxes)
4400 금융 및 자본거래세(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4500 기타 비경상재산세(Non-recurrent taxes)
4510 순자산(On net wealth)
4520 기타 비경상재산세(Other non-recurrent taxes)
4600 기타 경상재산세(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5000
소비과세
(Taxes on Goods and
Services)

5100 생산, 판매, 거래 등에 관한 세금(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5200 재화 사용 또는 사용허가 등에 관한 과세(Taxes on use of goods
and perform activities)
5300 분류불능항목(Unallocable between 5100 and 5200)

6000 기타 조세
(Other Taxes)
자료: OECD(2020), Revenue Statistics 1965-2019 Interpretative Guide, pp. 317-31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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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나 양도소득이 소비자재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소득과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재산과세가 아닌 포괄적 소득세로 간주되어 소득과세로 분류
되고 있다.109)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따라 부과
된다. 취득 시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가 부과되며, 보유 시에는 재산
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처분단계에서는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OECD 조세분류체계상 거래세
에는 부동산 외에 금융자산도 포함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
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에 포함된다. OECD 조세분류체계상
보유세에는 우리나라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표 3-2. 거래단계별 부동산 조세분류체계
거래단계

조세종류

취득

거래세

보유

보유세

처분

거래세

OECD 조세분류

우리나라 세목

4400 거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증권거래세, 인지세

4100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주민세 등

1120, 1220 개인 및 법인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Taxes on capital gains)

양도소득세

자료: OECD(2017), 재인용: 박진백, 이 영(2018b), p. 8, [표 1].110)

나. OECD 국가의 재산과세 현황
본 절에서는 우선 OECD 국가의 전체 재산과세 수준을 비교하고, 다음으
로 재산과세의 하위 항목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부
109) 박상수, 이선화(2014), pp. 18~19.
110) 박진백, 이 영(2018b), p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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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률111)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그림 3-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OECD 37개국의 조세부
담률이 2010년 23.23%에서 2019년 25.00%로 1.77%p 상승하였다. 글로
벌 금융위기 직후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였고, 위기
충격에서 벗어난 이후 재정건전화 조치와 더불어 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112)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GDP 대비 비율의 경우 주로 개인소득세(0.87%p)
와 법인세(0.30%p)의 부담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재산과세와 소비과
세도 각각 0.16%p씩 상승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비해 2019년 OECD 37개국의 평균 총조세 대비 각 세목별 비중의 변화를 살
펴보면 개인소득세(1.51%p), 법인세(0.61%p), 급여세(0.16%p), 기타 과세
(0.26%p), 재산과세(0.11%p)의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소비과세는 오히려 하
락(-1.58%p)하였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확대된 것
은 주로 각국이 부족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한 고
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를 확대한 데 기인한다.113) 반면 투자활성화를 위
해 법인세는 동결 또는 인하하는 기조를 지속해왔으나 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
세를 보이면서 법인세의 세수도 증가해왔다. 한편 재산과세의 경우에는 각국
여건에 따라 상이한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재산과세의 비
중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14)

111) 조세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1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a), p. 8.
113) 한국은행(2015).
114) 이스라엘ㆍ영국 등과 같은 국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핀란드ㆍ네
덜란드 등은 세부담을 완화하였다(OECD Tax Policy Refor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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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조세항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OECD 평균)
(단위: GDP 대비 %)

주: 1) OECD 37개국 평균(호주, 그리스, 멕시코는 2019년 자료 부재로 2018년 자료 활용).
2) 조세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2. 조세항목별 총조세 대비 비중 추이(OECD 평균)
(단위: 총조세 대비 %)

주: OECD 37개국 평균(호주, 그리스, 일본, 멕시코는 2019년 자료 부재로 2018년 자료 활용).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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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과 [그림 3-5]에서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및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항목별 비율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그림 3-3]에서 OECD
국가의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의 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7%에서
2019년 1.9%로 점진적으로 상승해왔다. 다만 2016년에 동 비율이 2.3%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아이슬란드가 2016년에 GDP 대비 15.7%
에 해당하는 일시적 안정 기여금(one-off stability contributions)이 조세
수입에 포함(4500 비경상재산세)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후에는 다시
1.9%로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산과세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보유세(4100)는 2000년대 평균 0.9% 수준을 보이다가 2010년 이
후 1.1% 수준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주로 캐나다ㆍ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
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에 반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금융 및 자본거래세는 2000년대 평균 0.5%에서 2010년 이후
0.4% 수준으로 보유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은 2005년 2.6%에서 2007년 3.0%까
지 상승하였다가 2013년 2.4%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는 다시 상승세를 지
속하고 있다. 한국의 재산과세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및
자본거래세의 추이가 재산과세와 대체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8
년 이후 약간 하락하였다. 그리고 보유세 비율은 2005년 0.5%에서 2008년
0.9%로 상승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는 GDP 대비
비율이 높지 않으나 200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림 3-5]에서는 OECD 국가의 평균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 추
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로 GDP 대비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2000년 이후부터 5%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2016년에도 아이슬란드의 영향으로 동 비율이 일시적으로 6.6%까지 상
승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시 6%를 하회(2019년 기준 5.5%)하고 있다.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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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항목 중 보유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07년) 평균 2.8% 수준에
서 위기 이후(2009~19년)에는 3.3%로 높아졌는데, 이 또한 주로 미국ㆍ영
국ㆍ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 반면 금융 및 자본거래세는
동 기간 1.8%에서 1.3%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항목 비중은 2000년 12.4%에서 2013년
10.3%까지 점차 하락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11~12%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재산과세 항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금융 및 자본거래세의 비중은 2000
년 8.8%에서 2019년 6.4%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유세
의 비중은 2005년 2.4%에서 2007년 3.6%로 상승한 이후 최근까지 유사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3-3. 재산과세 항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OECD 평균)
(단위: GDP 대비 %)

주: OECD 37개국 평균(호주, 그리스, 멕시코, 네덜란드는 2019년 자료 부재로 2018년 자료 활용).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78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그림 3-4. 재산과세 항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한국)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5. 재산과세 항목별 총조세 대비 비중 추이(OECD 평균)
(단위: 총조세 대비 %)

주: OECD 37개국 평균(호주, 그리스, 멕시코, 네덜란드는 2019년 자료 부재로 2018년 자료 활용).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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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재산과세 항목별 총조세 대비 비중 추이(한국)
(단위: 총조세 대비 %)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OECD 국가의 경제규모 대비 재산과세 부담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3-7]에서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을 산출하였다. 재산과
세 부담률은 국가별로 편차가 존재하는데 평균적인 OECD 국가(37개국)의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79%에서 2019년
1.85%로 약간 상승하였으며, 2019년 기준 17개국(연방형 5개, 지역형 1개,
단일형 11개)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
로 재산과세 비율이 높은 국가는 영국(4.09%), 프랑스(4.03%), 캐나다
(3.87%) 순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은 3.12%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국가별로 정부형태(연방형, 지
역형, 단일형)115)에 따라 지방세제의 위상과 규모 및 수행 기능이 다르므
로116)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방형(녹색) 국가의 재산과세 비중이 대체
115) OECD는 회원국을 정부계층구조에 따라 연방형(캐나다, 독일, 스위스, 미국, 벨기에, 호주, 오스트리
아, 멕시코), 단일형(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라트비
아, 한국, 폴란드,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터키, 헝가리, 포르투갈, 뉴질랜드, 영국, 칠레, 네덜란드, 룩
셈부르크, 그리스,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에스토니아), 지역형(스페인)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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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발달한 연방형 국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산과세나 소득세와 같이 안정
성이 높은 세목의 비중이 높은 데 기인한다.
그리고 [그림 3-8]에서는 전체 조세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았다. 2019년 기준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0.62%(에스토니아)에서
12.39%(영국)까지 국가별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의 평균은
5.62% 수준이다. 연방형, 단일형, 지역형 등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방형 국가
의 평균은 6.38%로 단일형 국가의 평균(5.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OECD 37개국 중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는 총 18개국(연방형 5개, 지역형 1개,
단일형 12개국)으로 영국(12.39%), 미국(12.09%), 캐나다(11.57%) 순으로
높았으며,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11.40%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았다.

그림 3-7.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
(단위: GDP 대비 %)

주: 2019년 기준, 호주ㆍ멕시코는 2018년 자료, ◆ 표시는 2007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116) 국회예산정책처(2018c),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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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단위: 총조세 대비 %)

주: 2019년 기준, 호주ㆍ일본ㆍ멕시코는 2018년 자료, ◆ 표시는 2007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9]는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을 4100부터 4600까지 중분류
항목117)으로 나타내고 있다.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 미국ㆍ캐나
다ㆍ영국의 경우 4100 보유세의 비중(2019년 기준)이 각각 91.7%, 80.9%,
76.5%로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의 비중은 29.7%로 낮은 반
면 4400 금융 및 자본거래세에 대한 과세의 비중은 56.3%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표 3-3 참고).

117) 4100 보유세(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4200 부유세(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4300 상속증여세(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4400 금융 및 자본거래세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4500 비경상재산세(Non-recurrent taxes),
4600 기타 경상재산세(Other recurrent taxes o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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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중분류 항목)
(단위: %)

주: 2019년 기준.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표 3-3. 주요국의 재산과세 항목별 비중
(단위: 총조세 대비 %, 비중 %)

한국
OECD
평균
캐나다
미국
영국

4100
보유세

4200
부유세

4300
상속
증여세

4400
4600
4500
금융 및 비경상재산세
기타
자본거래세
경상재산세

3.4

0.0

1.6

6.4

0.0

0.0

11.4

(29.7)

(0.0)

(13.9)

(56.3)

(0.0)

(0.0)

(100.0)

3.2

0.5

0.3

1.4

0.1

0.0

5.6

(57.8)

(8.0)

(6.2)

(24.6)

(2.5)

(0.6)

(100.0)

재산과세
(합계)

9.4

0.1

0.0

0.8

1.3

0.0

11.6

(80.9)

(0.5)

(0.4)

(6.9)

(11.4)

(0.0)

(100.0)

11.1

0.0

0.5

0.3

0.0

0.2

12.1

(91.7)

(0.0)

(3.9)

(2.8)

(0.0)

(1.6)

(100.0)

9.5

0.0

0.7

2.2

0.0

0.0

12.4

(76.5)

(0.0)

(5.7)

(17.6)

(0.2)

(0.0)

(100.0)

주: 2019년 기준, 괄호( ) 안은 비중.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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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국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과 상이한 재산과세
구조를 보이는 것은 국가별 과세체제 형성의 역사적 배경이 서로 상이한 데
기인한다.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주된 세원이며, 편익원칙에 입각하여 과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세이다. 미국이나 영국118)과 같이 지방분권과 지
방자치가 발달한 국가는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이기 때문에 총조세
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특히 보유세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난다. 2019년도 기준 미국 지방정부의 세원 비중은 재산과세 73.2%(보유세
가 전체 세수의 71.6%), 소비과세 21.3%, 소득과세 5.5% 순으로 주로 재산
과세(특히 보유세)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보유세는 낮은 데 반해 상대적
으로 거래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세제가
과거 개발단계에서 정부 재정수입 확충이 용이한 거래세 위주로 운영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119) 부동산 취득 시에는 매수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과세가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가 주요국에 비해 빈번한 점도 거래세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120)
다만 금융 및 자본거래세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 및 자본거래세를 부동산 거래세로만 보기 어렵다.121) 하
지만 금융 및 자본거래세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이 큰 비중(58.4%)을 차
지하고 있어 금융 및 자본거래세는 부동산 거래세의 대용지표로 볼 수 있
다.122)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의 구성 비중은 취득세
69%, 증권거래세 23%, 등록면허세 5%, 인지세 2%로 구성되어 있으며,123)
118) 영국의 지방세 제도는 재산과세(카운슬세) 단일 세목으로 구성.
119) 국회예산정책처(2018a), p. 58.
120) 임성일(2018), p. 59.
121)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가운데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3%, 차량 등 취득세
가 0.3%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2021a. 2. 16).
122) 윤영훈(202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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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미국과 한국의 세수입 비교(2019년)
(단위: 십억 달러, 십억 원, %)

가. 미국

합계
소득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 보유세
- 거래세
- 상속증여세
기타

합계
소득과세
-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 보유세
- 거래세
- 상속증여세
기타

연방정부
세수입
비중
2,055.3
100.0
1,867.0
90.8
1,728.7
84.1
138.3
6.7
169.1
8.2
19.2
0.9
0.0
0.0
19.2
0.9
0.0

주정부
세수입
비중
1,089.9
100.0
468.6
43.0
410.8
37.7
57.8
5.3
583.5
53.5
35.5
3.3
15.2
1.4
10.5
1.0
5.2
0.5
0.0
-

나. 한국
중앙정부
세수입
비중
293,454.0
100.0
156,298.0
53.3
83,701.0
28.5
72,597.0
24.7
111,877.0
38.1
19,406.0
6.6
3,176.0
1.1
7,901.0
2.7
8,329.0
2.8
5,873.0
2.0

지방정부
세수입
비중
791.0
100.0
43.4
5.5
34.4
4.4
9.0
1.1
168.2
21.3
579.4
73.2
566.2
71.6
7.1
0.9
0.3
0.0
0.0
-

지방자치단체
세수입
90,460.0
17,742.0
8,013.0
9,729.0
23,399.0
40,326.0
14,574.0
25,752.0
0.0
7,396.0

비중
100.0
19.6
8.9
10.8
25.9
44.6
16.1
28.5
8.2

주: 사회보장기여금(미국 1조 3,075억 달러, 한국 140조 710억 원)은 제외.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세부항목별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취득세에서 80%, 등록면
허세에서 63%, 인지세에서 0.5%이다. 따라서 각 항목별 비중으로 부동산 관
련 세수를 산출하면 58.36%(취득세 55.2%, 등록면허세 3.15%, 0.01%)를
차지하고 있다.

123) 위의 자료,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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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부동산 실효세율) 등 세 가
지 기준으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1)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규모 대비 보유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
로 [그림 3-10]은 OECD 국가(37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 수준을 나
타내고 있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07년 평균 0.89%
에서 2019년 1.06%로 상승하였으며 주로 그리스(1.6%p), 이탈리아(0.4%p),
스페인(0.4%p)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OECD 37개국 중 15개국(연방형 4
개, 지역형 1개, 단일형 10개)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를 고려했
을 때 상대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3.13%), 영국(3.13%),
미국(2.71%) 순으로 높았다. 한편 2019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
율은 0.93%로 OECD 37개국 중 16번째 국가(단일형 11번째)로 OECD 평
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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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유세 비교(2019년 기준)
(단위: %)

주: 2019년 기준 37개국, 그리스ㆍ멕시코는 2018년 자료, ◆ 표시는 2007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2)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전체 조세 구조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3-11]은 2019년 기준 OECD 주
요국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으로 0.16%(룩셈부르크)에서
11.09%(미국)까지 국가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07년 평균 2.76%에서 2019년 3.24%로 상승하였으며, 주
로 그리스(4.0%p), 콜롬비아(1.4%p), 호주(1.4%p)를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37개국)을 상회하는 국가는 총 13개국(연방형
3개, 단일형 10개국)으로 미국(11.09%), 영국(9.47%), 캐나다(9.36%)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3.39%로 OECD
37개국 중 13번째(단일형 국가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평균
(3.24%)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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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교(2019년 기준)
(단위: %)

주: 2019년 기준 37개국, 호주ㆍ일본ㆍ멕시코는 2018년 자료, ◆ 표시는 2007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3)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본 절에서는 주요국의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부동산 실
효세율)를 비교하고자 한다. 부동산 보유세 특성상 GDP 대비 세수총액보다
는 보유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실질적인 세부담(실효세율)이라는 점에서 보다 유의미한 비교라고 할 수 있
다.124) 부동산 실효세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부동산 보유세
 ×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자산 배율 × 부동산 실효세율

[식 3-1]

124)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2021a.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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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국가별 보유세 및 자산총액 데이터 유무

국가명

ISO

보유세

Australia

AUS

Austria

AUT

자산총액
주거지

건물

O

O

O

토지
O

O

O

O

O

Belgium

BEL

O

O

O

X

Canada

CAN

O

O

O

O
X

Chile

CHL

O

O

O

Colombia

COL

O

X

X

X

Czech Republic

CZE

O

O

O

O

Denmark

DNK

O

O

O

X

Estonia

EST

O

O

O

O

Finland

FIN

O

O

O

O

France

FRA

O

O

O

O
O

Germany

DEU

O

O

O

Greece

GRC

O

O

O

X

Hungary

HUN

O

O

O

X

Iceland

ISL

O

X

X

X

Ireland

IRL

O

O

O

X

Israel

ISR

O

O

O

X

Italy

ITA

O

O

O

X

Japan

JPN

O

O

O

O
O

Korea

KOR

O

O

O

Latvia

LVA

O

O

O

X

Lithuania

LTU

O

O

O

X

Luxembourg

LUX

O

O

O

X

Mexico

MEX

O

O

O

O

Netherlands

NLD

O

O

O

O

New Zealand

NZL

O

X

X

X

Norway

NOR

O

O

O

X

Poland

POL

O

O

O

X

Portugal

PRT

O

O

O

X

Slovak Republic

SVK

O

O

O

O

Slovenia

SVN

O

O

O

X

Spain

ESP

O

O

O

X

Sweden

SWE

O

O

O

O

Switzerland

CHE

O

X

X

X

Turkey

TUR

O

X

X

X

United Kingdom

GBR

O

O

O

O

United States

USA

O

O

O

X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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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산출하기 위해 OECD 국민계정 통계 중 대차대조표
의 비금융자산(Balance sheets for non-financial assets)을 활용하여 민
간 보유 부동산자산125)을 추정하였다. 2019년 기준 OECD 주요국의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553.7%로 비
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가용한 OECD 15개국(한
국 포함)의 평균은 379.2%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주요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2019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주: 2019년 기준(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일본, 오스트리아는 2018년 자료), ◆ 표시는 2007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13]은 OECD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을 포함하여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체로 주요국의 자산가격
이 상승하는 가운데 보유세수가 더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최근 감소추이를 보이는데, 이들 국가
125) 비금융자산 항목 중 정부를 제외한 민간이 소유하는 주거지(dwellings), 주거지 외 건물(buildings
other than dwellings), 토지(land)를 합산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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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보유세 실효세율 추이(상승ㆍ하락 국가)
(단위: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

가. 상승 국가

나. 하락 국가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의 경우 보유세보다 부동산 시가총액이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상대
적으로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의 경우 2010년 이후 보유세가 평균 3.8% 증가하였는데 부동산
시가총액의 증가율이 6.0%로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동 기간 영국의 보유
세도 3.1%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시가총액이 평균 6.4%나 증가하면서 상대
적으로 실효세율이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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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보유세 실효세율 하락그룹의 보유세 및 부동산 시가총액 증가율
(단위: 전년대비 %)

가. 캐나다

나. 스웨덴

다. 영국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15]에서는 OECD 국가 중 보유세 실효세율 자료가 가용한 15개
국의 실효세율을 비교하였다. 2019년 기준 OECD 15개국의 평균 보유세 실
효세율은 0.30%이며, 캐나다(0.87%), 영국(0.80%), 프랑스(0.54%) 순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은 0.17%로 OECD 15개국의 평균(0.3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보유세 비율 기준보다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평가한
실효세율 기준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보유세 평가지
표인 부동산 시가총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
다.126) 부동산 자산 구성별로는 OECD 11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중 토지자
산과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으로 건축물의 비중이 큰데 반해 우리
나라는 약 6:4의 비율로 토지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127)

126) 최승문, 신상화(2018), p. 7.
127) 이선화(2020), pp. 28~29.

92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그림 3-15. 주요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단위: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

주: 2019년 기준, ◆ 표시는 2018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4)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국 평균에 비해 낮은 이유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에 포함되며 편익원칙
(benefit principle)에 따라 비례세(proportional tax)로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 정부형태에 따라 지방세의 규모나 수행 기능이 다소 상이하지만 대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재산과세, 그중에서도 특히 보유
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고, 과
세표준 현실화율 및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
동산세제가 과거 개발단계에서 정부 재정수입 확충이 용이한 거래세 위주로
운영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점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
율로 결정되는데, 공시가격은 시세(시장가격) 대비 50~70%대128)이고, 공정
128) 공동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2021년 70%를 상회),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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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대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95%이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 주택의 과세표준은 여전히 시세의 40%
대에 그치고 있다.

표 3-6. 연도별 공정시가액 목표 현실화율
(단위: %)

과세대상 구분
재
산
세
종합
부동산세

2005 2006 2007

2008

2009~18 2019 2020 2021 2022

토지, 건축물

50

55

60

65

70

70

주택

50

50

50

55→50

60

60

종합합산토지

50

70

80

90→80

80

85

90

95

100

별도합산토지

50

55

60

65

80

85

90

95

100

주택

50

70

80

90→80

80

85

90

95

100

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적용을 통해 2008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소급 적용함.
자료: 박상수(2021), p. 9, [표 7].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제를 운
영하고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증가하더라도 세부담이 공시가격 상승분만
큼 모두 증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129) 2005년 보유세제가 개편되면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종전의 건물원가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을
합한 시가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세부담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
라 세부담이 일시에 급등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었다. 세부담 상한제는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액에 직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2005년 도입)이다.

은 20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토지는 20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
에 걸쳐 90%로 제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b. 11. 3).
129) 국회예산정책처(2018b),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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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세부담 상한선
(단위: %)

과세대상 구분

2005

토지, 건축물

종합
부동산세

2007

2008

2009~18

2019~

150

150

150

150

150

150

3억 원 이하

150

105

105

105

105

105

3~6억 원

150

110

110

110

110

110

6억 원 초과

150

150

150

150
→130

130

130

종합합산토지

150

300

300

300
→150

150

150

별도합산토지

150

300

300

300
→150

150

150

주택

150

300

300

300
→150

150

150~300

재
산
세

2006

주택

주: 2008년 세부담 상한선을 소급 적용.
자료: 박상수(2021), p. 11, [표 8].

또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초과 누진과세이나 대부분의 과세대상 부동산
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부과되는 과표 구간에 몰려 있어 부동산 보유세의
평균 세율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과표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화되어 있는데 세율이 0.05~0.35% 수준으
로 상대적으로 낮다.130) 게다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가격 수준별 분포현황
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92.1%로 거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이다. 한편 과세표준
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누진적인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비중이 1.9%131)에 불과하다. 따라서 급격한

130)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더불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기존 0.1~0.4% → 변경 0.05~0.35%)하였다.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b. 11. 3).
131)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하는 주택 수(비중): 34.6만 호(1.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b.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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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3-8.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
(단위: 호, %)

구분

호 수

비중

2,000만 원 이하

124,181

0.9

2,000만 초과~5,000만 원 이하

1,388,099

9.8

5,000만 초과~1억 원 이하

2,784,078

19.6

1억 초과~2억 원 이하

4,222,197

29.7

2억 초과~3억 원 이하

2,010,943

14.2

3억 초과~6억 원 이하

2,559,139

18.0

6억 초과~9억 원 이하

592,330

4.2

9억 원 초과

523,716

3.7

합계

14,204,683

100.0

주: 전국 합산, 2021년 1월 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21), p. 210.

한편 일각에서 한국의 높은 부동산 자산가격 수준은 높은 인구밀도, 좁은 국
토면적, 높은 경제발전 수준 등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
다. 실제로 그런지 GDP 대비 민간 부동산 자산가격 비율과 인구밀도(국토면적
1㎢당 인구수), 경제발전 수준(1인당 GDP)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3-16]은 OECD 주요국의 최근 5년 평균 인구밀도(2014~18년 평균)
와 GDP 대비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2015~19년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가 가용한 OECD 15개국 중 한국의 인구밀도는 1㎢당 525.1명으로 가장 높았
으며, 네덜란드(506.0명), 일본(348.3명)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한국의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은 GDP 대비 515.4%로 두 번째(1위 호주 520.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토지의 가치는 높아지
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부동산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우
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는 네덜란드(506.0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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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인구밀도1)와 GDP 대비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2)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명/㎢)

주: 1) 2018년도 기준 5년 평균. 2) 2019년도 기준 5년 평균. 3)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World Bank Open Da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348.3명/㎢)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높아
인구밀도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부동산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호주
(GDP 대비 520.5%)는 오히려 인구밀도가 3.1명/㎢으로 가장 낮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가격 수준을 인구밀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림 3-17]에서는 최근 5년 평균 경제규모(1인당 GDP)와 부동산
시가총액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료가 가용한 OECD 15개국 중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5만 2,960달러), 오스트리아(5만 2,535
달러), 독일(5만 622달러) 순으로 높았으며, 한국(3만 9,249달러)은 11위로
15개국 평균(4만 2,275달러)을 하회하였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1인당
GDP 기준)가 비슷한 일본(4만 1,012달러/인), 프랑스(4만 2,964달러/인)와
비교해보면 경제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이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높은 인구밀도, 경제규모만으로 우리
나라의 높은 부동산 자산가격 수준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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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1인당 GDP1)와 GDP 대비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2)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달러)

주: 1) 2018년도 기준 5년 평균. 2) 2019년도 기준 5년 평균. 3)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World Bank Open Da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2.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와 타 세금 간의 관계
가. 재산과세 하위항목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과세의 하위항목 중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재산과세
중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여타 재산과세 하위항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특
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과세에는 부동산 보유세,
부유세, 상속 및 증여세, 금융 및 자본거래세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부유세
는 과세대상(개인 및 법인)의 순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개인에 대해 순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프
132) 최승문(2018),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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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4개국(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벨기에, 룩셈부
르크, 콜롬비아를 포함하면 7개국)이다.
부유세 부담률은 GDP 대비 부유세(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of individuals) 세수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OECD 7개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2019년 기준 개인 및 법인의 부유세 부담
률은 0.8%(GDP 대비)로 다른 세원에 비해 매우 낮다.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
는 국가 중 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2.9%), 스위스(1.4%), 노
르웨이(0.6%) 순으로 높았으며, 그 외의 국가는 0.1~0.2% 수준으로 부유세
부담률이 낮았다. 법인에 대한 부유세는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만 부과하
고 있으며 이 중 룩셈부르크의 부담률이 가장 높다. 법인에 대한 부유세 부과
는 법인의 자본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생산성 감소 및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우려됨에 따라 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다.133)
그리고 스위스는 개인에 대한 부유세 부담률(1.1%)이 가장 높은데 대부분 누
진세율 구조이며 주정부의 세법 및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134)

그림 3-18. OECD 주요국의 부유세 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주: 2019년도 기준.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133) 노영훈(2012), p. 16.
134) Switzerland Global Enterprise(2020),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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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률과 부유세 부담률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GDP 대비 %)

주: 1) 2019년도 기준 5년 평균. 2)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3)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4) 캐나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독일 등의 국가는 GDP 대비 부유세 부담률이 매우 작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상속 및 증여세 부담률은 GDP 대비 상속 및 증여세(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의 세수 비중으로 산출한다. OECD 회원국 37
개국의 2019년 기준 상속 및 증여세 부담률은 0.12% 수준이다(그림 3-20
참고).135) 37개 회원국 중 14개 회원국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률이 평균 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0.63%), 벨기에(0.62%), 한국
(0.43%) 순이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는 상속세가 폐지되었다.136) 호주와 캐나다는 상속 및 증여세 대신 자본이득
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2008년부터 상속 및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은 대신 자산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의무만 부여하고 있다.137)

135)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0으로 포함.
136)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폐지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
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웨덴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b,
p. 227).
137)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b),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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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률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138) 네덜란드, 스위
스 등의 국가는 2000년에 비해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주로 면세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상속증여세 과세기반이 축
소139)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벨기에, 프랑스의 부담률
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OECD 주요국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주: 2019년도 기준, ◆ 표시는 2007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21]은 보유세 부담률과 상속 및 증여세 부담률 간의 관계를 나타
내고 있다.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국가는 보유세 부담률과 상속 및 증여세
부담률이 모두 높은 그룹에 속해 있으며,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동 비율 모
두 낮은 그룹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과 같이 보유
세 부담률은 낮은 데 반해 상속 및 증여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138) 2001년 제정된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EGTRRA: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르면 2007년까지 유산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
하하고, 2010년에 유산세와 세대생략세를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139) 네덜란드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정(2017년), 미국 상속 및 증여세 면세기준금액 상향 조정(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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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속해 있다. 한편 캐나다, 미국 등은 보유세 부담률이 높은 데 반해 상
속 및 증여세 부담률이 낮은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률과 상속 및 증여세 부담률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주: 1) 2019년도 기준 5년 평균. 2)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3)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22]는 OECD 주요국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
다.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은 GDP 대비 금융 및 자본거래세(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세수 비중으로 산출한다.
OECD 회원국 37개국의 2019년 기준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은 0.44%
로 2000년(0.52%)에 비해 낮아졌다.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는 한국(1.75%), 벨기에(1.12%), 이탈리아(1.04%) 순으로 높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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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OECD 주요국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주: 1) 2019년도 기준, ◆ 표시는 2000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전술한 바와 같이 OECD 통계의 금융 및 자본거래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등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나,140) 금융자산을 제외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141) 부동산 거래세의 대용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부동산 거래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142) 거래세 부담률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거래세 실효
세율, 부동산 거래회전율, 부동산 집중도로 분해할 수 있는데, 한국의 거래회
전율은 2017~ 19년 평균 4.9%로 미국(4.5%), 영국(3.4%), 프랑스(2.7%) 등
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또한 부동산 집중도 또한 앞서 [그림 3-12]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한국의 민간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규모가 GDP
대비 553.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140)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가운데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3%, 차량 등 취득세
가 0.3%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2021a. 2. 16).
141) 윤영훈(2021), p. 7.
142) 위의 자료,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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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액
부동산 거래세 부동산 거래세
민간 보유부동산 자산
 × × 


부동산 거래액 민간 보유부동산 자산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 × 부동산 거래회전율 × 부동산 집중도

[식 3-2]

[그림 3-23]은 보유세 부담률과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ㆍ프랑스ㆍ호주 등의 국가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자본거래세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미국ㆍ캐나다ㆍ일본과 같은 국가는 보
유세 부담률은 높은 데 반해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룩셈부르크ㆍ콜롬비아 등과 같이 보유세 부담률은 낮
은 데 반해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이 높은 그룹에 속해 있다. 한편 독일ㆍ
스웨덴ㆍ스위스 등은 보유세 부담률과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 모두 낮은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률과 금융 및 자본거래세 부담률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주: 1) 2019년도 기준 5년 평균. 2)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3)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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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과세 이외 세금
부동산 보유세는 그 자체 또는 재산과세 내 여타 항목 간의 관계로도 의미
가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전체 조세 중 하나이므로 부동산 보유세와 여타
세금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각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각국의
조세정책 및 조세구조 간의 관계를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절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조세부담률, 소득과세, 소비과세 간의 관계에서 어떤 특징
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이다.143)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37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1%이다(그림 3-24 참고).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는 18개국이며, 이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6.30%), 스웨덴(33.67%), 아이슬란드(32.76%) 순으로 높았
다. 반면 멕시코(14.19%), 터키(15.84%), 콜롬비아(17.81%) 등이 가장 낮았
으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6%로 하위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세부담률은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례하며 1인
당 GDP가 높은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44)

14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b), p. 205.
1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a),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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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OECD 주요국 조세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주: 1) 2019년도 기준, 호주ㆍ일본은 2018년도 자료. 2) GDP 대비 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 제외). 3) ◆ 표시는 2007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25]는 보유세 부담률과 조세부담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로 보유세와 조세부담률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ㆍ영
국ㆍ프랑스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보유세 부담률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
고 있는 데 반해, 미국ㆍ일본 등은 조세부담률이 낮음에도 보유세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과 보유세의 부담률
이 모두 낮은 그룹에 속해 있다. 여기에는 대부분 경제규모가 작은 중남미와
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항목별 조세부담을 비교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와 소득과세, 소비
과세 간의 관계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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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률과 조세부담률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주: 1) 2019년도 기준 5년 평균. 2)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3)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8).

[그림 3-26]에서는 OECD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개인소득세(11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세수 비중으로 산출한다. 2019
년 기준 OECD 회원국(37개국)의 평균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8.22%이다.145)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1.21%), 칠레(1.50%), 멕
시코(3.39%) 순으로 낮았다. 반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24.23%), 아이슬
란드(14.13%), 뉴질랜드(12.26%) 순으로, 주로 북유럽 복지국가의 개인소
득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덴마크ㆍ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는 사
회보장기여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를 징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편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4.77%로 OECD 평균을 하회하였으며
37개 OECD 회원국 중 하위 7위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145) 2000년 평균은 8.3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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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OECD 주요국 개인소득세 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주: 2019년도 기준, ◆ 표시는 2007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8).

그림 3-27.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률과 개인소득세 부담률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주: 1) 2019년도 기준 5년 평균. 2)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3)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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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은 보유세 부담률과 개인소득세 부담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ㆍ영국ㆍ미국의 경우 보유세 부담률과 개인소득세 부담률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데 반해, 독일ㆍ스웨덴ㆍ룩셈부르크 등의 국가
는 OECD 평균에 비해 보유세 부담률은 낮고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ㆍ그리스 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유세 부담률이
개인소득세 부담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및 동유럽 국가와 같이 조세부담률과 개인소득세의 부담률이 모두 낮은
그룹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그림 3-28]에서는 OECD 주요국의 법인소득세 부담률을 나타
내고 있다. 법인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법인소득세(12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corporate) 세수 비중으로 산출한
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37개국)의 평균 법인소득세 부담률은
2.97%이다. 법인소득세 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라트비아(0.16%), 헝가
리(0.71%), 미국(0.96%) 순으로 낮으며,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6.00%), 노르웨이(5.71%), 호주(5.38%) 순이다. 우리나라는 4.28%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한다.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2007년 대비 2019년) OECD 37개 회원국 중 25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감소하였으나, 멕시코ㆍ룩셈부르크ㆍ한국 등 12개국은 법인세 부
담률이 더 높아졌다. 최근 OECD 평균 법인소득세 부담률의 하락은 세계 주
요국이 자국기업 및 해외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을 인하해온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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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OECD 주요국 법인소득세 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주: 2019년도 기준, ◆ 표시는 2007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29.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률과 법인소득세 부담률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주: 1) 2019년도 기준 5년 평균. 2)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3)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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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는 보유세 부담률과 법인소득세 부담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ㆍ호주ㆍ일본의 경우 보유세 부담률과 법인소득세 부담률이 모
두 높은 그룹에 속해 있는 데 반해, 독일ㆍ스웨덴ㆍ스위스 등은 보유세와 법
인소득세 부담률이 모두 낮은 그룹에 속해 있다. 그리고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담률은 낮은 데 반해 보유세 부담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룩셈부르크ㆍ멕시코 등과 같이 보유세 부담률은
낮은 데 반해 법인소득세 부담률은 높은 그룹에 속해 있다.

글상자 3-1. OECD 국가의 양도소득세 부담률 추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금융자산 또는 분양권 등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종류도 다양하
고 각 대상마다 적용되는 세율도 상이하다. OECD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에 대
한 세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별로 부동산 양도세 부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양도소득세 부담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이 1.63%p 증가하
였는데, 동 기간 양도소득세의 부담률은 0.06%p 증가하였다. 전체 조세부담률의 변화에서 양도소
득세의 비중이 크지 않으나 여타 재산과세 항목의 부담률 변동과 비교해보면(금융 및 자본거래세
0.08%p, 상속 및 증여세 0.04%p, 보유세 0.02%p)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3-31]은 OECD 주요국(11개국)의 개인 및 법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11개국)의 평균 양도소득세 부담률은 0.56%이며, 에스토니아ㆍ스웨덴ㆍ
미국의 양도소득세 부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양도소득세 부담률은 0.84%로 4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OECD 평균도 상회하였다. 그리고 [그림 3-32]는 보유세 부담률과 양도소득세
부담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ㆍ미국ㆍ이스라엘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부담률이 모
두 높은 그룹에 속한 데 반해, 한국을 포함한 스웨덴ㆍ아일랜드 등은 보유세 부담률은 낮은 데 반
해 양도소득세 부담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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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및 양도소득세 부담률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2000년 이후 자료가 가용한 국가의 평균(개인 양도소득세 32개국, 법인 양도소득세 28개국, 조세부담률 37개국).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31. OECD 주요국 양도소득세 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주: 1) 2019년 기준.
2) 한국의 경우 법인은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소득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 일반 법인세로
납부함.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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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률과 양도소득세 부담률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주: 1) 2019년도 기준 5년 평균. 2)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3)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3-33]에서는 OECD 주요국의 소비세 부담률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
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소비세(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세수 비중으로 산정한다. 2019년도 기준 OECD 37개국 평균 소비세 부담률
은 10.69%로 2007년(10.65%)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비세 부담
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ㆍ그리스ㆍ핀란드 순으로 높은 반면, 미국ㆍ멕
시코ㆍ스위스의 소비세 부담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세 부
담률은 7.03%로 OECD 평균을 하회(37개국 중 하위 6위)하는 등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4]는 보유세 부담률과 소비세 부담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리스ㆍ덴마크ㆍ프랑스 등의 국가는 소비세 부담률과 보유세 부담률이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독일ㆍ스위스ㆍ아일
랜드 등은 동 비율이 모두 평균을 하회하는 등 부담률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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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OECD 주요국 소비세 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주: 2019년도 기준, ◆ 표시는 2007년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7. 28).

그림 3-34. OECD 주요국의 보유세 부담률과 소비세 부담률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주: 1) 2019년도 기준 5년 평균. 2)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3)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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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제3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포함한 재산과세와 여타
세부담을 비교하였다. 우선 OECD 국가(37개국 평균)의 전체 조세부담률 추
이를 살펴본 결과 2010년 23.23%에서 2019년 25.00%로 1.77%p 상승하
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조치와 더불어 세율을 인상
하는 등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항목별
로 살펴보면 주로 개인소득세(0.87%p)와 법인세(0.30%p)의 부담률이 큰 폭
으로 증가하였으며 재산과세와 소비과세도 각각 0.16%p씩 증가하였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는 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를 통해 필요 재
원을 조달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재산과세의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보
유세 부담률(GDP 대비 보유세, OECD 37개국 평균)은 2006년 0.89%에서
2019년 1.06%로 상승한 데 반해 거래세 부담률은 하락(2006년 0.60% →
2019년 0.44%)하였다.
다음으로 OECD 국가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을 국제 비교한 결과
2019년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우선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0.93%로 OECD 37개국
의 평균(1.06%)을 하회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
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가운데 낮은 과표 현
실화율 및 평균 보유세율, 세부담 상한제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각
각 한국은 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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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재산과세제도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역사적 배경ㆍ운영 목적 및 방식 등
특수성이 있지만, 국제 비교 결과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제사회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지속적
으로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비교 결과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부동산 보유세제뿐만 아니라 재산과세 제도의 전
반을 아우르는 개편 시 중요한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거래세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OECD 세수자료는 거래세에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외에도
금융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거래세
를 국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현재로선 OECD 세수자료가 유일하다. 향
후 부동산 거래세만을 포함하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할 경우 추가 연구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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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1. 연구 배경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시행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시장의 안정보다는
정부의 재원 확보, 포용성장 촉진, 불평등 완화 등이다.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의 목적이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 억제146) 등 부동산
시장 안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영국ㆍ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
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147)
미국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
지만 임대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
기 위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
스는 부동산 보유세가 높은 편인데, 여기에 더해 최근 부유세를 폐지하고 부
동산 부유세를 도입하였다. 싱가포르는 2010년 주택가격 급등기를 겪으면서
추가 취득세를 도입한 이후 세율 인상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정책적으로 대
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시행의 목적을 정부의 재원 확보와 함께 부동
산시장 안정(투기수요 근절)에 두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가 재원 마련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나 부동산시장 안정 목적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실
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크게 상관없이 국가의 부동산 경기 및 정책에 따
라 재산과세는 바뀌었다.148) 이는 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
146) OECD(2018b). pp. 17-19.
147) 김지혜 외(2020).
148) 허동훈(2017),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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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149) 또한 2020년 6월
17일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중 하나로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
요 근절(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폐
지, 법인의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책
을 발표하였다.150)
국내외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상승151)하고 있고, 국내적
으로도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
는 점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일국 거시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연
구나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연구, 한 국가의 도시를 단위로 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고, 국제 비교 분석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세
제가 일반적으로 국가별 특수성이 크다는 특징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
구는 부동산 세제의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패널모형을 통해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실증분석모형에서 부동산 보유세 지표 등 변수 측면에서 기존 연구
와 차별성이 있다. 주택시장과 조세정책을 다룬 연구들에서 거래세와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등을 다루고 있지만 보유세, 특히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 수

149)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9. 12. 16).
150) 정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6. 17).
151) OECD에 따르면 2021년 1/4분기 40개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9.4%로 3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ㆍ영국ㆍ한국ㆍ뉴질랜드ㆍ캐나다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OECD는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초저금리, 가계저축 증가, 재택근무 확산 및 이로 인한 주택구매
수요 증가를 지목하였다(국제금융센터,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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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보여주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효과를 국제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Tripathi(2019), Adams and Füss(2010), 박진백, 이 영(2018), 박
진백(2018) 등이 주택가격 결정요인을 국제적인 분석틀에서 다루었으나 보
유세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유세 실효세율이 아닌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이용하였다. Poghosyan(2016)은 보유세 실효
세율이 주택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나 미국 내 도시를 대상
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종속변수 측면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지표로 주
택가격 변동률과 함께 주택시장 펀더멘털 지표로 알려진 임대료 대비 주택가
격비율(PRR) 및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사용한다는 점도 연구의 차
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선화 외(2020)는 부동산 조세의 실효개념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나 종속변수로 부동산 가격이 아닌 부동산 자산총액을 이용
하였다. 본 연구에는 부동산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택의 구입능
력, 주택의 수익성 등을 반영하는 PIR(Price to Income Ratio)과 PRR
(Price to Rent Ratio)을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 측면
에서 본 연구는 거시경제요인, 금융요인, 인구요인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였다. 박진백, 이 영(2018), 박진백(2018)은 중요
한 설명변수인 금융요인, 인구요인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선화 외(2020)는 1
인당 GDP, 주가, 금리, 인구요인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나 가계부채,
가계가처분소득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가격 증가율, PIR,
PRR 등 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방법론 측면에서 시스템 일반적률추정법(GMM) 추
정을 통해 내생성을 고려하였다. 주택가격 실증모형에는 여러 형태의 내생성
이 존재하고, 박진백, 이 영(2018) 등의 국내 기존 연구가 내생성을 고려한
추정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선화 외(2020)는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전기(t-1) 부동산 보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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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도소득세율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절에서는 주택가격 결정요인,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
격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리한다. 다
음으로 3절에서는 실증분석모형, 기초통계량 등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4절에
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부동산 보유세와 PIRㆍPRR 간의 관계에 대
해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5절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문헌연구
주택가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접근 방법과 이용하는 자료에 따
라 [표 4-1]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크게는 이론모형과 실증분
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실증분석의 경우에도 가계수준의 미시자료, 도시수
준의 자료, 특정 국가자료, 다수의 국가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주택가격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 중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다섯 번째 범주에 해당한다. 주택가격을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표 4-1. 주택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법
유형

구분

이용자료

1

이론모형

-

2
3
4
5

가계수준의 미시자료(micro panel)
실증분석

도시수준의 자료(city level)
특정 국가자료(country level)
국제자료(cross country level, macro panel)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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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이론이나 미시자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기존 연
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 주택가격 결정요인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어 주택가격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결정요인도 수요요인, 공급
요인, 정책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4-2. 주택가격 결정요인

구분
수

결정요인
거시경제요인

주요 변수
소득 및 성장 지표(가처분소득 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인플레이션

시

요

장

요

금융요인

이자율, 가계부채, 대체자산 수익률(주가 수익률)

요

인

인구요인

인구구조(인구증가율, 고령화), 인구밀도, 도시화율

인

공급요인
정책요인

토지면적, 주택공급 면적, 건설 비용

수요

LTV 규제 비율, DTI 규제 비율, 보유세, 거래세

공급

용적률, 신도시 개발, 재건축, 재개발

주: 굵은 글씨는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
자료: 저자 정리.

모든 재화에서 그렇듯이 주택에서도 소득은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소득 관련 지표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GDP와 1인당 GDP의 수
준과 성장률, 미시적 측면에서 가계소득이 있다. 소득지표(GDP, 경제성장
률, 경제활동지표 등)와 주택가격 사이의 양의 관계는 많은 문헌에서 확인되
었다.152) 경제성장이 빠르거나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주택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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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또한 경제성장은 물가상승을 야기하
며 주택을 비롯한 자산가격을 상승시킨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가계소득 증가
는 주택에 대한 양적인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의 질에 대한 욕구
를 높이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인플레이션과 주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 Nielsen
and Sørensen(1994)은 인플레이션이 주택의 실질사용자비용을 낮추어 주
택투자 동기를 유발하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러
나 Adams and Füss(2010)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은 자본시장의 금융자산
과 달리 경제 뉴스가 발표된 직후에 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
성을 보이며,153) 실질주택가격은 명목가격 하락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Kearl(1979)은 인플레이션이 현금 흐름 효과(cashflow effects)를 유발하여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플레이
션이 발생하여 명목 월 모기지 지급액이 증가하면 유동성에 제약이 있는 가계
는 명목 이자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 간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견해도 있
다.154)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며 실증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155)
주택가격 결정요인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얼마나 저렴하고 쉽게 조달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자율 측면에서 시장금리 상승은 주택담
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자금 조달의 비용을 높여, 주택수요를 약화
152) Kenny(1999); McQuinn and O’Reilly(2008), Xu and Tang(2014); Égert and Mihaljek
(2007); Adams and Füss(2010).
153) 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가 높은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
자는 경기침체 동안 특정 가격(유보가격) 이하로 집을 매매하기보다 보유하기로 선택한다.
154) Adams and Füss(2010); Ranney(1981).
155) Manchester(1987); Berkovec and Fullerton(1989); Madsen(2012); Apergis and Rezitis
(2003); Tsatsaronis and Zhu(2004); Bork and Mølle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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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주택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자율이 높아지면 고정
수익 자산이 주택 투자와 비교하여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되므로 주택 소유 수
요를 감소시킨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주택의 사용자 비용이 낮아지고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156) Adams and Füss(2010)는 장기 이자율의 1%
상승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0.3% 낮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
며,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이자율이 주택가격의 중요한 거시경제적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157)
주택에 대한 수요는 소비 의사결정과 투자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자
가소유 거주 주택은 내구소비재적 특성을 지니지만, 비거주 소유 주택의 경
우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소유 주택을 매매할 때 자본이득이 발생한다는 점에
서는 투자재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주택수요는 주거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동기에서뿐만 아니라 투자목적 동기(자산 포트폴리오의 개별 자산으로
인식)에서도 유발된다. 따라서 주식 및 채권 등 대체 자산의 수익률이 주택가
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kunev, Wilson, and Zurbruegg(2000), 이
근영(2004)은 주식시장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법｣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일컫는다. 따라서 세대에 영향을 주는 인구 변화도 주택가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핵가족 및 1인 가구의 증가는 주택
수요를 높여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우선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158) 도시화율은 농촌에서 도시
로 이주하여 도시의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도시지역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Tripathi(2019)는 한 국가의 도시인구 비율로 측정되는 도시화율은 실질 주
156) Apergis and Rezitis(2003); Igan et al.(2011).
157) Tsatsaronis and Zhu(2004); Assenmacher-Wesche and Gerlach(2008); Iacoviello(2005);
Iacoviello and Pavan(2013); Goodhart and Hofmann(2008); Yang and Wang(2012).
158) Belke and Kei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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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Tripathi
(2019)에 따르면, 도시화가 10% 증가하면 주택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도시화는 더 많은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발생시
켜 더 많은 주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Tripathi(2019), Doorn, Arnold,
and Rapport(2019)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도시지역에
서 주택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주택수요는 급증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분
석 결과를 보였다.159)
공급요인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수요가 동
일하다는 가정하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토지면적이 작으면 주택가
격이 높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주택공급면적이 감소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인건비나 원자재 등 건설비용의 상승도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 Adams and Füss(2010)에 따르면, 건설비용의 1% 상승은 장기적
으로 주택가격을 0.6%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결정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책요인이다. 정
부는 용적률, 신도시 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에 대한 정책을 통해 주택 공급
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ㆍ조세 등의 정책을 통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정책은 주로 장기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거나 취약계층
의 복지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개발 등 장
기 공급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장기 주택가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LTV, DTI 등 대출 규제와 모기지 시장제도도 자금조달 여건에 변화를 주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보유세와 거
래세와 같은 부동산 조세도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 및 주택 보유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159) 본 연구의 대상인 OECD 국가는 이미 상당 부분 도시화가 진행된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화 정도를 나
타내는 변수를 실증분석모형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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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 세제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려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을 변화시킨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소
유에서 발생하는지,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보유세(OECD 4100
단위)와 거래세(OECD 4400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유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주택의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투자수익
률을 낮추어 주택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160) 이러한 메커니즘은 공간자산
이론 혹은 DW(DiPasqualeㆍWheaton)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간자
산모형161)은 부동산시장을 소비재로서의 공간(주택)시장과 투자재로서의 자
산시장으로 구분하고 임대료(지대)와 주택가격, 신규 공급, 재고로 구성한 4

그림 4-1. 공간자산모형의 부동산시장 분석틀
[II 사분면: 자산시장] 자산가격 결정

[I 사분면: 공간시장] 임대료 결정

[III 사분면: 자산시장] 신규 공급 결정

[IV 사분면 공간시장] 주택재고 결정

자료: Dipasquale and Wheaton(1996); 이수욱 외(2010); 황관석(2019) 등을 참고하여 작성.

160) 박명호(2011), pp. 27~28.
161) DiPasquale and Wheato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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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1사분면에 위치한 주택시장에서는 임대수요에 의
해 임대료가 결정되고 2사분면에 위치한 자산시장에서는 할인율에 의해 주
택가격이 결정된다. 주택가격은 3사분면의 자산시장에서 신규 주택공급을
결정하고 신규 주택공급은 4사분면에서 임대공급에 영향을 준다.
주택을 P 원에 구입하여 R 만큼의 임대료를 얻고 1년 후 g의 비율로 가격
이 상승한 주택을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주택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R+gP )/P
로 나타낼 수 있다. 자산시장의 균형조건은 주택투자에 대한 수익률과 다른
자산에 대한 수익률(r)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 4-1]

위의 식을 정리하면           이 된다. 여기서     는 사
용자 비용 혹은 자본환원율로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 비용(   )은 주거서
비스 한 단위를 이용하기 위해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
서 자가주택의 사용자 비용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기회비용과 이자비용, 주
택의 취득ㆍ보유ㆍ처분에 따른 세금, 감가상각비, 주택의 유지관리비용, 예
상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등으로 구성된다.162) 위 식에서는 기타
자산에 대한 수익률(r)과 주택가격 상승률(g)만을 고려한 가장 간단한 경우
를 살펴보았다. 만약 여기에 보유세(t)를 추가로 고려하면        
    가 된다.

한편 자산가격(P )은 미래 임대료(R ) 흐름의 현재가치이기 때문에 할인율


이 i 라고 할 때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식에서   로 표현

된 부분이 할인율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할인율(  )
162) 황관석(201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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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주택의 사용자 비용이 상승하고 2사분면의 직선이 시계방향으로 회전
하며 가팔라진다. 임대계약이 만료되기까지 임대료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
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면 각 임대료에 대해 주택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신규 주택건설이 줄어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1사분면에서 장기공급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임대료(임
대료 상승)가 결정된다.163)

그림 4-2. 보유세 상승으로 인한 주택시장 균형의 변화
[II 사분면: 자산시장] 주택가격 하락

[I 사분면: 공간시장] 임대료 상승

[III 사분면: 자산시장] 신규 공급 감소

[IV 사분면 공간시장] 주택재고 감소

자료: DiPasquale and Wheaton(1996); 이수욱 외(2010); 황관석(2019); 김재형(2008) 등을 참고하여 작성.

Poghosyan(2016)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과도한 주택
가격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164) 또한

163) 김재형(2008), p. 327.
164) Lim et al.(2011); He(2014); Darbar and Wu(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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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재산세가 이용되고 있다.165) 나아가 일부 연
구166)에서는 재산세를 거시건전성 수단으로 보고 거시건전성 규제가 주택가
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선행
연구들은 부동산 세제의 효율성, 유효성, 재정 및 정치경제적 영향에 초점
을 두고 분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 세제가 주택시장
에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도구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분석으로 확장되
고 있다.167) 박 준, 이태리(2016)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 충격이 주택과 토지
의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진백, 이 영(2018)은 보유세
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가 보유세율을 높이면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Van Den Noord(2005)는 주택시장에 대한 간단한 이론모형을 통해 낮은
재산세가 주택가격에 대한 수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주택가격 변동성을 증폭
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Crowe et al.(2013)은 243개의 미국 대
도시 통계 지구(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를 대상으로 횡단면
회귀를 분석하여 재산세가 주택가격 변동성과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였
다. Andrews(2010)는 1980~2005년에 걸쳐 OECD 국가패널을 사용하여
재산에 대한 보다 관대한 과세(모기지 이자 공제, 재산세)가 더 큰 주택가격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Poghosyan(2016)은 부동산 세율
이 주택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Van Den Noord
(2005)의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Poghosyan(2016)의 분
석에 따르면, 재산세율이 0.5% 상승하면 모형에 따라 주택가격 변동성이
0.5~5.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보유세 수준에 따라 다르
165) IMF(2013); Norregaard(2013).
166) Kuttner and Shim(2013); Claessens(2015); Cerutti, Claessens, and Laeven(2016).
167) Kuttner and Shim(2013); Fatic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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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168) 보유세가 낮은 경우, 거주목적의 주택 보유
비중에 비해 투자목적의 주택 보유 비중이 높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세율 인상은 투자수요를 줄이고 매물을 늘려 시장의 재고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유
세가 높은 경우, 거주목적의 주택 보유 비중이 높고 투자목적의 주택 보유비
율이 낮을 수 있어 보유세 인상에도 매물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가격 하락으
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선화 외(2020)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 변동성과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
히 분석대상을 민간(가계 및 기업)과 가계로 구분하고 부동산 조세 변수로 보
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보유세와 양도소
득세율이 부동산 가격에 상반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보유세율
이 1%p 인상되면 추정모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8.84~12.61% 하락한 반
면, 양도소득세율이 1%p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0.2% 상승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부동산 가격 변동성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인상과 부(-)의 관계
를 보였다. 보유세율과 양도소득세가 각각 0.1%p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 변
동성은 각각 0.511~1.196%p와 0.08%p 낮아져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며 변동성을 완
화하고, 양도소득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을 높이며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8) 박진백(2018), pp. 57~83; 박진백, 이 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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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방법
주택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택재고의 누적적인 변화의 결과라는 측
면에서 자기회귀적(autoregressive)인 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주택수요는 중장기 인구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부동산 거래가 완료
되기까지 다른 상품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Poghosyan(2016), 박진백(2018), Demir
and Yildirim(2017) 등은 주택가격 변동률과 주택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연
구에서 분석대상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종속변수의 지속성이 기대되는 자료 특성을 고려하여
동태패널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동태패널모형의 내생성을 통제하고 효율적인
추정량을 도출하기 위해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일반적인 동
태패널모형은 [식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식 4-2]

여기서  는 국가,  는 연도를 나타낸다.    는 종속변수,   는 설명변수
이다.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국가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개
별효과 혹은 국가고정효과)이며,  는 시간고정효과이다.   은 시간과 국가
에 따라 변화하는 순수한 오차항(고유오차)이다.   와   는 모든 시점  에서
각각  에 대해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식 4-2]는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설명변수로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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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dynamic)이라고 하며, 패널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태적패널모형
이다. 이 같은 모형은 계량경제학적 측면에서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통제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의 차
원이 모형의 식별에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가 된다169)는 것을 의미한다. 경
제학적 해석의 측면에서 위 식에서 종속변수의 시차항이 포함되는 것은 설
명변수    의 변화에 조정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partial adjustment
mechanism)는 것을 의미한다.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한 주택가격 분석에서 세 가지 형태의 잠재적인 내생
성이 우려된다. 먼저 양방향 인과관계(역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은 대출
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 소득 혹은 GDP의 증가는 주택
수요를 높여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은 부의 효과로
소비를 증가시키고, 주택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별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관측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
하지 않는 공통요인(국가고정효과)이 내생성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마다 다
른 주거 형태 및 선호체계, 주택거래 관행, 모기지 시장 특성 및 모기지 대출
제도, 자가 주택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공제), 부동산시장 가격 평가 방법 및
공시제도(공시비율 및 주기), 세금 규정과 같은 미시적 요인 등 관측 불가능한
특성이 내생성을 유발하는 고정효과가 될 수 있다. 내생성의 세 번째 원천은
주택가격의 동태적 모형 설정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내생성은
설명변수에 포함된 종속변수 시차항으로부터 오는 내생성이다. 예를 들어
[식 4-2]에서      은   과 상관170)되기 때문에 정태적 패널모형에서 이용
하는 고정효과 추정량은 일치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169) 한치록(2017), p. 198.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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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내생성이 야기하는 추정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동태적
패널모형을 시스템 GMM으로 추정하였다. 시스템 GMM은 도구변수를 이용
하여 내생성을 통제하는 동시에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분적률법
(Difference GMM)의 적률조건과 수준적률법(Level GMM)의 적률조건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차분방정식(differenced
equation)의 적률조건은 설명변수의 수준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구성하고
수준방정식(level equation)의 적률조건은 설명변수의 차분시차변수를 도
구변수로 구성한다.
시차종속변수(      , ...,      )가 설명변수에 포함되면, 시차종속변수
는 관찰되지 않는 개별효과(panel-level effect)와 상관관계를 지니게 되고
표준적인 추정량은 일치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차분171)하여 개별효
과를 제거하고, 차분된 시차종속변수와 차분된 고유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상
관관계는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설명변수가
     만 포함되는 단순한 모형을 상정했을 때, 방정식을 차분하고      나
     를 도구변수로 하여 추정할 수 있다.172) 그러나 차분된 방정식에서
   기 이전의 변수도 차분된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과 상관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도구변수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Arellano and
Bond(1991)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173) 더 많은 도구변수들을 이용하여
GMM 분석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차분된 방정식에 GMM을 사용하기 때
문에 차분적률법이라고 부른다. 이때 적률조건은 [식 4-2]의 차분식과 도구
변수로부터 구성된다.
한편 Blundell and Bond(1998)은 자기회귀 과정(autoregressive

171) [식 4-2]를 차분하여 시간 불변하며 관측되지 않는 고정효과

  를 소거한다.

172) Anderson and Hsiao(1981).
173) Anderson and Hsiao(1981)의 방법은 오직 하나의 도구변수만을 이용하지만 차분적률법은 이용
가능한 모든 선형적률조건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다(한치록 2017,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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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이 강한 지속성174)을 보이거나 개별효과   의 분산이 고유오차  
의 분산에 비해 상당히 클 경우 Arellano-Bond 추정량의 시차도구변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weak 도구 변수)을 보였다. 따라서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는 차분방정식에 대한 도구
변수로 시차수준변수를 이용하는 적률방법(차분적률법)에 추가적으로 시차차
분변수를 수준 방정식에 대한 도구변수로 하는 적률방법(수준적률법)을 제안
하였다. 이 방법은 차분적률법과 수준적률법에서 이용하는 정보를 시스템으
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적률법이라고 한다. 추가적인 적률조건은 모든 
에 대하여 초기 조건        이 성립175)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동태패널모형에는 일반적으로 사후 검정을 통해 모형 설정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Arellano-Bond 검정은 1차 차분 오차항의 계열상관
(serial correlation)을 검정한다. 시스템 GMM 추정에서 사용된 적률조건
은 고유오차   가 계열상관을 지니지 않을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고유오차   에 계열상관
이 없다면 1차 차분된 오차항은 자기상관176)을 지닌다. 때문에 1차 차분된
고유오차가 1차 자기상관을 지니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은 모
형이 모형설정오류(misspecification)를 가진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고차 자기회귀구조를 가진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은 적률조건이 유효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174) 만약 자료생성과정(data generating process)이        일 때,       

    와 같이 추정모형을 차분적률법으로 추정하면 모수를 식별할 수 없다(한치록 2017, p.
199).
175) 자료생성과정 초기에는  가 증가하는 정도(  )가

  의 값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와 오차항    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 좋은 도구변수가 되지 못한
다. 따라서 자료생성과정 초기에 종속변수의 차분변수가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즉 차분
변수가 적절한 도구변수라는 가정)을 추가한 것이다.
176)    인 기본 모형을 가정하면,            과        은    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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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증분석 모형
회귀분석을 위해 [식 4-2]를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    

[식 4-3]

여기서  는 국가,  는 연도를 나타낸다.    는 종속변수로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과 PRR를 이용하였고 설명변수   는 관심변수    와 통제
변수    로 구성된다. 관심변수인    로 보유세 실효세율, GDP 대비 보
유세, 총조세 대비 보유세, GDP 대비 거래세, 총조세 대비 거래세를 고려하
였다.    는    이외에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실질경제성장률,
log(1인당 소득), 실질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 인플레이션, 실질 단기이자
율, 실질 주가 변동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등
을 포함하였다. 앞서 고려하였던 주택가격 결정요인 가운데 공급요인177)은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본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의 실증분석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의 가정에 따르면   에 계열상관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 종속변수의
시차항을 추가하여 계열상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78) 본 연구에서 오차항
에 계열상관이 없는 수준인    로 설정하였다.

177) 주택 공급의 대리변수로 GDP 대비 부동산 투자(Dwellings and Other buildings and Structures)
와 부동산 투자 증가율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178) 한치록(2017),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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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자료
1) 주요 변수들의 추이 및 관계
본 절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부동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가격,
PIR, PRR 등 주택시장 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3]은
OECD 국가의 주택가격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실질주택가격지수는 2007년
2/4분기 106.4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2년
1/4분기 92.7까지 12.9%의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후 저금리 기조 및 유동
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은 다시 회복세를 보였는데 2021년 2/4분
기 기준 127.3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미국의 경우
실질주택가격지수는 2006년 2/4분기 118.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2
년 1/4분기 85.8로 27.8%나 하락하였으나 이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
책 등에 힘입어 견고한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에도 모기지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지속하면서 미국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179) 한편 한국
의 실질주택가격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준
을 지속해왔으나, 2020년부터 주택공급 물량 부족 우려, 가격상승 기대심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완화적 거시경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실물경제는 악화되었으나 주요국의 확장적 정
책대응 여파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자산시장도 과열
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79) “U.S. Home-Price Growth Rose to Record in April”(2021. 6.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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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실질주택가격지수 추이
(단위: 2015=100)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4-4]는 2021년 1분기 기준 OECD 주요국(37개국) 실질 주택가격지
수의 코로나 위기 이전(2019년 12월) 대비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1분기 기준 OECD 주요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평균
적으로 7.79% 상승하였다. 특히 뉴질랜드ㆍ룩셈부르크ㆍ덴마크 등이 최근
높은 상승률을 보인데 반해 스페인ㆍ멕시코ㆍ콜롬비아 등은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한국의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6.26%로 OECD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림 4-5]는 명목주택가격지수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2021년
1분기 기준 OECD 주요국의 명목주택가격지수는 코로나 위기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10.19%나 상승하였다. 동 자료에서 한국의 명목주택가격지수는
동기간 7.79% 상승하였으며 이 또한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다만
OECD 주택가격지수는 한국감정원이 산출하는 주택가격동향지수를 활용하
고 있어 추가적으로 명목주택가격지수인 KB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동기간 상승률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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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OECD 주요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 상승률
(단위: %)

주: 1) 2019년 12월 대비 2021년 3월 변동률(칠레는 2020년 12월 기준).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4-5. OECD 주요국의 명목주택가격지수 상승률
(단위: %)

주: 1) 2019년 12월 대비 2021년 3월 변동률(칠레는 2020년 12월 기준) 2) OECD 자료 3) KB주택매매가격지수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180) OECD 주택가격지수는 한국감정원이 산출하는 주택가격동향지수를 활용하고 있음. 주택가격동향
지수는 KB주택매매가격지수와 조사방법, 표본, 표본의 수, 산정방식 등이 상이함. 특히 산정방식에
있어서 주택가격동향지수는 기하평균(제본스 지수)을 사용하는데 반해 KB주택매매가격지수는 산
술평균(켈리 지수)을 활용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과 같이 가격변동이 큰 경우 산술평균은 상향편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IMF,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는 제본스 지수(기하평균)를 권고하고 있음.
국토교통부(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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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지수와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 Price to
Rent Ratio)지수 등이 활용되고 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대체
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앙값(median)에 대한 주택가격 중앙값의 비율로 계
산하는데, 이는 전체의 중앙에 있는 또는 평균적인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으
로 해석할 수 있다.181) 그리고 PIR 외에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개 주택가격을 임대료 가격으로 나누어 계산한
다. 동 비율이 높을수록 주택 사용가치(임대료)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음을 의
미하므로 가격이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82)
[그림 4-6]에 제시된 OECD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지수는 2015년
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100으로 산정해 이후의 주택가격 수준을 상대
적으로 측정하였다. OECD 국가의 평균 PIR은 2007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
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가 2012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OECD 국가의 평균 PIR은 109.3으로 2015
년에 비해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PIR도 OECD 평균과 유사
한 추이를 보였으며 2020년 기준 PIR은 109.6으로 2015년에 비해 9.6% 상
승하였다. 반면 한국의 PIR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
으나 최근 2020년 PIR(93.7)로 2019년(92.6)에 비해 1.1% 상승해 하락세
가 꺾인 모습이다.

181) 정영식 외(2018), pp. 36~39.
182) 위의 책,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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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지수 추이
(단위: 2015=100)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리고 OECD 국가의 평균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지수의 추이
는 PIR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09.1로 최고치를 기
록하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락하였으며, 2012년(95.4)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2020년 115.1로 위기 이전을 크게 상
회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주택가격이 가파
르게 상승한 것을 시사한다. 2006년 126.3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미국의
PRR은 위기 이후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0년 113.3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PRR은 2011년 107.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2020년(103.1)에는 2019년(99.9)에 비해
3.1%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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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지수 추이
(단위: 2015=100)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4-8. OECD 주요국의 PIR지수 변동폭
(단위: 포인트)

주: 1) 2019년 12월 대비 2021년 3월 변동폭(칠레, 콜롬비아는 2020년 12월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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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 주요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지수의 변동폭을 살펴
보면 2021년 3월 기준 OECD 33개국의 PIR 변동폭은 2019년 12월대비
6.89 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4-8 참고). 국별로는 룩셈부르크(27.51 포인
트), 뉴질랜드(21.64 포인트), 스웨덴(13.74 포인트) 순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인데 반해, 라트비아(-5.63 포인트), 아일랜드(-3.50 포인트), 미국(-2.31
포인트)은 최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에 비해 2020년 PIR이 24.19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최근 기준
(2019년 12월 대비 2021년 3월 현재)으로는 5.06 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최근 OECD 주요국의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지수는 모두
상승하였는데 2021년 3월 기준 37개국의 평균이 2019년 12월에 비해 9.72
포인트 상승하였다.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국가는 룩셈부르크(26.64 포인

그림 4-9. OECD 주요국의 PRR지수 변동폭
(단위: 포인트)

주: 1) 2019년 12월 대비 2021년 3월 변동폭(칠레는 2020년 12월 자료).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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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터키(23.78 포인트), 뉴질랜드(23.58 포인트) 등이었으며, 스페인(0.93
포인트), 콜롬비아(1.55 포인트), 이탈리아(2.57 포인트) 등은 상대적으로 낮
은 변동폭을 보였다. 한국의 PRR지수는 PIR지수와 유사하게 글로벌 금융위
기(2009년 대비 2020년 변동폭 –3.05 포인트)에 하락하였지만, 최근의 변동
폭(2019년 12월 대비 2021년 3월 변동폭 6.81 포인트)만 고려하면 상승하
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4-10]과 [그
림 4-11]에서는 OECD 국가의 보유세 및 거래세의 부담률 최근 5년 평균자
료와 실질주택가격지수의 전년대비 상승률 5년 평균자료를 활용하여 단순상
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질주택가격지수의 상승률과 보유세 부담률은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거래세 부담률과 실질주택가격지수의 상승률도 음

그림 4-10. 보유세 부담률1)과 실질주택가격지수 상승률2)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전년대비 %)

주: 1)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의 5년 평균(2015~19년). 2) 실질주택가격지수 전년대비 % 5년 평균(2016~20년).
3) KB주택매매가격지수(명목지수). 4)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5)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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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그림 4-12]~[그림 4-15]에서도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률과 주택시장의 펀더멘털 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최근
5년 평균 거래세 및 보유세 부담률 자료와 최근 5년간 PIR 및 PRR 지수 변동
폭을 활용하여 산점도로 살펴보았는데 주택가격과 유사하게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률과 주택시장 펀더멘털 지표 간에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통제)하지 않
은 것이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1. 거래세 부담률과 실질주택가격지수 상승률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전년대비 %)

주: 1)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의 5년 평균(2015~19년). 2) 실질주택가격지수 전년대비 % 5년 평균(2016~20년).
3) KB주택매매가격지수(명목지수). 4)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5)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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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보유세 부담률과 PIR지수 변동 폭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포인트)

주: 1)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의 5년 평균(2015~19년). 2) PIR지수 최근 5년 변동 폭(2015년 대비 2020년 변동 폭).
3)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4)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4-13. 보유세 부담률과 PRR지수 변동 폭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포인트)

주: 1)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의 5년 평균(2015~19년). 2) PIR지수 최근 5년 변동 폭(2015년 대비 2020년 변동 폭).
3)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4)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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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거래세 부담률과 PIR지수 변동 폭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포인트)

주: 1)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의 5년 평균(2015~19년). 2) PIR지수 최근 5년 변동 폭(2015년 대비 2020년 변동 폭).
3)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4)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그림 4-15. 거래세 부담률과 PRR지수 변동 폭 간의 관계
(단위: GDP 대비 %, 포인트)

주: 1)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의 5년 평균(2015~19년). 2) PIR지수 최근 5년 변동 폭(2015년 대비 2020년 변동 폭).
3) 검은색 실선은 OECD 평균치. 4) 초록색 점선은 추세선.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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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실증분석에는 최대 1995~2019년까지 31개국 OECD 회원국에 대한 자
료를 이용하였다. 다만 보유세 실효세율을 이용한 모형에서는 보유세 실효세
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자산 시가총액에 대한 자료가 16개국으로
제한되어 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주택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주택가
격 적정성 지표로 활용되는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및 PRR(임대료 대
비 주택가격 비율)을 사용하였다. 설명변수 중 부동산 보유세 부담 정도를 보
여주는 변수로는 보유세 실효세율,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 GDP 대비 보유
세 비율183)을 사용하였다. 명목 부동산 보유세율 자체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는 보유세를 적용받지 않는 과세대상이 존재하고, 과세가 누진적인 경우나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이 달라 수치를 가공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국가에서 매년 보유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변수의 변동성이 낮아 추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명목
부동산 보유세율 자체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이다.
부동산 조세의 정책 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보유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조세인 거래세를 고려하였다. 거래세는 GDP 대비와 총조
세 대비 비율을 이용하였다.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
지만 거래세는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유세와 다
른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거래세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의 거래세도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5]는 분석에 이용된 표본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분석기간 동
안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질주택가격 증가율은 2.4% 수준이나 국가와 시

183) OEC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에서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과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0인 관측치가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관측치는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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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따라 최소 -36.4%, 최대 45.6%까지 기록하였다. 그리고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0.35%이고, GDP 및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GDP 및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율보다 높았다.

표 4-3.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기간
국가
AUS
AUT
BEL
CAN
CHE
CZE
DEU
DNK
ESP
EST
FIN
FRA
GBR
GRC
HUN
IRL
ITA
JPN
KOR
LUX
LVA
MEX
NLD
NOR
NZL
POL
PRT
SVK
SVN
SWE
USA
총계

보유세 실효세율 모형1)
2000 - 2018
2002 - 2018
2000 - 2018
2011 - 2018
2000 - 2018
2008 - 2018
2000 - 2018
2000 - 2018
2000 - 2018
2003 - 2017
2008 - 2018
2008 - 2018
2000 - 2018
2012 - 2014
2008 - 2019
2000 - 2019
16개국

여타 모형2)
1995 - 2018
2002 - 2019
1996 - 2018
1995 - 2018
1999 - 2018
2011 - 2018
1996 - 2018
1996 - 2018
1996 - 2018
2008 - 2018
1995 - 2018
1995 - 2018
1996 - 2018
2000 - 2018
2010 - 2018
2001 - 2018
1996 - 2018
2003 - 2017
2008 - 2018
2010 - 2018
2009 - 2018
2008 - 2018
1996 - 2018
1995 - 2018
2007 - 2017
2008 - 2018
1996 - 2018
2008 - 2018
2009 - 2018
1995 - 2018
1995 - 2018
31개국

주: 1) 관측치 수가 가장 많은 [표 4-9]의 (2)에 이용된 표본을 기준으로 작성.
2) 관측치 수가 가장 많은 [표 4-9]의 (1), (3), (4)에 이용된 표본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표 4-4]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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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자료 및 출처
변수

설명

출처

[종속변수]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

실질주택가격지수의 상승률
2015=100 기준
명목주택가격지수를 명목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

OECD

2015=100 기준

Stats

명목주택가격지수를 주택 임대료 지수로 나눈 값
2015=100 기준

[부동산 조세 부담 지표]
OECD 조세 분류상 4100184)

보유세/부동산 총액

GDP 대비 보유세 비율

(Recurrent taxes on

보유세/GDP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

immovable property)

보유세/총조세

GDP 대비 거래세 비율

OECD 조세 분류상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거래세/GDP

보유세 실효세율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율

OECD
Revenue
Statistics

거래세/총조세

[통제변수]
실질경제성장률

실질 GDP 증가율

log(1인당 소득)

1인당 GDP, 로그 변환

실질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

실질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인플레이션율

CPI 증가율

실질 단기 이자율

단기이자율 - 인플레이션

실질 주가변동률

주가변동률 - 인플레이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인구증가율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km2당 인구수

WDI

OECD
Stats

WDI

주: OECD=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84) OECD, Global Revenue Statistics Database 분류상 4100번에 해당하는 부동산 보유세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를 이용하였으며,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의 소유 및
사용행위에 대해 보유단계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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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기초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변수

556

2.338

6.388

-36.400

45.550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544

99.150

18.020

54.950

168.500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

556

98.530

21.920

39.920

179.100

보유세 실효세율

243

0.346

0.309

0.048

1.354

GDP 대비 보유세비율

556

1.069

0.879

0.060

3.220

총조세 대비 보유세비율

556

3.229

2.910

0.160

13.250

거래세부담

GDP 대비 거래세비율

529

0.514

0.402

0.030

1.950

지표

총조세 대비 거래세비율

530

1.533

1.383

0.010

7.900

경제성장률

556

2.083

2.774

-14.430

25.180

거시경제

log(1인당 소득)

556

10.530

0.505

9.099

11.610

요인

실질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

556

1.949

2.438

-12.710

10.450

인플레이션율

556

1.855

1.499

-4.478

15.400

실질 단기 이자율

556

0.505

1.941

-7.413

9.550

실질 주가변동률

556

4.411

20.530

-50.760

100.400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556

127.000

62.550

-21.780

339.800

인구증가율

556

0.547

0.636

-2.059

3.376

인구밀집도

556

2.352

529.200

주택가격
지표

보유세부담
지표

금융요인

인구요인

138.400 132.700

주: 1) 변수설명 및 출처는 [표 4-4] 참고.
2) 본 기초통계량은 관측치 수가 가장 많은 [표 4-9]의 (1), (3), (4)에 이용된 표본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표 4-4]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분석 결과
실증분석을 위해 부동산 조세 부담 지표에 따라 6개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1)은 기본 모형으로 부동산 조세를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모
형 (2)~(4)는 각기 다른 형태의 보유세 부담 지표를 포함하였고 모형 (5)~(6)
은 거래세 부담 지표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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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모형 구성
모형 번호
(1)
(2)
(3)
(4)
(5)
(6)

세율 변수
기본 모형
보유세 실효세율
GDP 대비 보유세 비율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
GDP 대비 거래세 비율
총조세 대비 거래세 비율

자료: 저자 작성.

가.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상승률
먼저 보유세가 주택가격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보유세 부담
에 대한 지표로는 보유세 실효세율과 GDP 대비 보유세 비율, 총조세 대비 보
유세 비율을 이용185)하였으며, 각각 (2)~(4)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추정
결과는 보유세 부담 지표와 주택가격 간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이론적 관계
및 기존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GDP 대비 보유세의 1%p 상승은 실질주택가
격 상승률의 1.151%p 하락으로 이어지고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의 1%p
상승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0.414%p 낮추었다. 다만 보유세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격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보유세 증가가 보유 비용을 높이거나 투자수익률을
낮추어 주택의 투자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반면 거래세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박
진백, 이 영(2018), 박진백(2018), 이선화 외(2020) 등의 결과와도 일치한
다. 거래세 증가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도 약화(공급 감소)와 무주택자의 매
수 약화(수요 감소)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분석 결과는 공급 감
소 효과가 수요 감소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래세 증가로 이미 주
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매도를 단념하거나 이연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185) 전기의 보유세와 보유세 제곱항을 추가한 모형을 각각 추정해보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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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주택가격 상승률 추정 결과
변수
실질주택가격
상승률t-1
실질주택가격
상승률t-2

(1)
0.436***

(2)
0.509***

(3)
0.436***

(4)
0.428***

(0.077)

(0.093)

(0.078)

(0.079)

-0.119*** -0.185*** -0.128*** -0.119***
(0.040)

(0.057)

(0.040)

(0.041)

(5)
0.447***
(0.095)

(0.095)

-0.100**

-0.096**

(0.040)

(0.041)

1.143

보유세 실효세율

(1.398)
-1.151*

GDP 대비
보유세비율

(0.691)
-0.414**

총조세 대비
보유세비율

(0.172)
3.393***

GDP 대비
거래세비율

(1.249)
0.772**

총조세 대비
거래세비율
실질경제성장률
log(1인당 소득)
실질가계가처분
소득 증가율
인플레이션율
실질 단기 이자율
실질 주가변동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인구증가율

(6)
0.448***

(0.364)
0.566***

0.920***

0.570***

0.605***

(0.202)

(0.303)

(0.213)

(0.221)

(0.165)

(0.165)

2.080

2.887

1.809

2.471

4.028**

3.981**

(1.655)

(2.077)

(1.434)

(1.549)

(1.682)

(1.686)

0.271*

0.464***

0.256*

0.238

0.306**

0.322**

(0.147)

(0.151)

(0.141)

(0.146)

(0.150)

(0.173)

-1.153***

-0.315

0.388**

0.367**

-1.115*** -1.180*** -1.057*** -1.091***

(0.294)

(0.437)

(0.307)

(0.290)

(0.370)

(0.378)

-0.697***

0.012

-0.654**

-0.676**

-0.510*

-0.563**

(0.258)

(0.453)

(0.273)

(0.271)

(0.277)

(0.271)

0.019

-0.003

0.021

0.020

0.013

0.011

(0.021)

(0.040)

(0.020)

(0.021)

(0.023)

(0.023)

-0.020*

-0.011

-0.014

-0.018*

-0.030**

-0.030**

(0.012)

(0.013)

(0.010)

(0.011)

(0.012)

(0.012)

1.380**

0.898

1.127*

1.321**

0.161

0.401

(0.644)

(0.825)

(0.631)

(0.618)

(0.727)

(0.737)

-0.011

0.003

-0.009

-0.011*

-0.010*

-0.011*

(0.007)

(0.003)

(0.006)

(0.006)

(0.006)

(0.006)

관측치

546

238

546

546

521

521

국가 수

31

16

31

31

29

29

AR(1)

0.000

0.003

0.000

0.000

0.000

0.000

AR(2)

0.724

0.547

0.827

0.749

0.136

0.123

인구밀도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p<0.01, **p<0.05, *p<0.1.
3) 국가 및 시간고정효과 포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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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동결효과(lock-in, 기존 주택의 공급 감소)가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
는 자가 거래세 부담 증가로 주택 매수를 꺼리는 수요 감소 효과를 상회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보유세 부담지표들 이외의 통제변수들은 대체로 선행연구
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높은 경제성장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
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경제성장률 1%p의 상승은 최소 0.37%p부터 최대
0.92%p까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박진백, 이 영(2018)에서도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실물부문의 확장이 자산시장의 호조186)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1인당 GDP는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1인당 GDP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계수를 보였으며 (5) 및 (6) 모형
에서만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택 구입을 더욱 선호하고 주택
구입 능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질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187)도 주택가격
상승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증가율이 높을수록 주택에 대
해 양적ㆍ질적 욕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에 낙관적인 기대도 커져
주택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율은 주택가격과 음의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인플레이션은 주택가격에 양과 음
의 영향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Kearl(1979)이 주장한 인플레
이션의 현금 흐름 효과(cash-flow effects)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한 김승욱, 성주한(2014)에서도 인플레이션
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
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자산으로 주가변동률을
고려하였으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가계부채 부담은 주택가격
186) 박진백, 이 영(2018a), p. 14.
187) 노동소득 분배율이나 조세 및 복지제도에 따라 GDP 증가율과 GDP 가운데 가계에 귀속되는 소득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GDP와 실질가계가처분소득을 각각 포함하였다.

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 • 153

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증가율
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인구증가율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
으로 발견되었다. 높은 인구증가율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때문이다. 인
구밀도188)는 주택가격에 일관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구
밀도 계산식에서 분모에 해당되는 국토면적은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도 포
함해 인구밀도 지표가 주택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부동산 보유세와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및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소득 대비 주택가
격비율(PIR)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지표는 부동산시장의 거품 정도 혹은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인 지표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가계의 연간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얼마
나 높은지를 나타내고, 주택구매력(housing affordability)을 보여주는 지
표이다. 예를 들어 PIR이 5이면 주택 한 채를 마련하는 데 연소득을 전혀 사
용하지 않고 5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89) 임대료 대비 주
택가격비율(PRR)은 주택가격을 사용가치(임대료)로 나누어 계산하며, 주택
가격이 사용가치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높을수록 사용가치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것을 의미하므
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190)
188)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이외에 인구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로 도시화율을 이용하여 추정해보았으
며,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189) 정영식 외(2018),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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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및 [표 4-9]는 각각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과 임대료 대비 주택
가격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모형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석 결과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사용한 모형의 분석 결과와 같이 보
유세가 주택가격을 낮추고 거래세는 반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유세 증가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
하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지표별로 비교하면 보유세 실효세율, GDP 대비 보유세, 총조세 대비 보
유세 비율 순으로 민감하게 나타났다. 거래세에 대한 두 가지 지표도 실질주
택가격을 사용한 모형의 분석 결과와 같이 PIR 및 PRR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주택가격 상승률(표 4-7)과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표 4-8) 추정 결과의
주요 차이점은 log(1인당 소득) 및 실질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의 부호가 양
에서 음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의 분모에
소득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log(1인당 소득) 및 가계실질가처
분소득 증가율을 제외하고 추정해보았으나 다른 변수들의 계수추정치의 방
향과 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
타 통제변수의 추정 결과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사용한 모형의 결과와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속변수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사용한 분석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
을 사용한 분석을 비교하면 log(1인당 소득)의 부호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og(1인당 소득)은 경제발전단계에 대한 대리변수로 흔히 사용되는데,
경제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도시화 정도가 높아지며 주택가격의 상승 정도보
다 임대료의 상승이 더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도시화의 진전은 주택ㆍ상업
ㆍ공업 등 도시용지의 이용 확대로 이어지는데, 이는 토지의 가격과 임대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90) 위의 자료,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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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추정 결과
변수
PIRt-1
PIRt-2
보유세 실효세율
GDP 대비

(1)
(2)
(3)
(4)
(5)
(6)
1.273***
1.336***
1.275***
1.266***
1.262***
1.263***
(0.040)
(0.072)
(0.041)
(0.041)
(0.049)
(0.050)
-0.443*** -0.550*** -0.445*** -0.430*** -0.422*** -0.426***
(0.033)
(0.056)
(0.033)
(0.034)
(0.037)
(0.038)
-4.214***
(1.431)
-1.192*
(0.616)

보유세비율
총조세 대비

-0.326*
(0.180)

보유세비율
GDP 대비

3.539**
(1.423)

거래세비율
총조세 대비

0.594
(0.429)

거래세비율
실질경제성장률
log(1인당 소득)
가계실질가처분
소득 증가율
인플레이션율
실질 단기 이자율
실질 주가변동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관측치
국가 수
AR(1)
AR(2)

0.661***
1.106***
0.666***
0.701***
0.485***
0.477***
(0.216)
(0.350)
(0.231)
(0.231)
(0.152)
(0.153)
-6.560*** -5.296*** -6.277*** -5.716*** -4.740*
-5.252**
(1.715)
(1.612)
(1.558)
(1.604)
(2.478)
(2.211)
-0.740*** -0.836*** -0.723*** -0.724*** -0.675*** -0.636***
(0.138)

(0.236)

(0.140)

(0.143)

(0.114)

(0.126)

-1.306*** -1.353*** -1.260*** -1.289*** -1.352*** -1.272***
(0.397)
(0.451)
(0.384)
(0.393)
(0.401)
(0.406)
-1.012*** -0.784** -0.984*** -0.992*** -0.999*** -0.969***
(0.321)
(0.383)
(0.310)
(0.308)
(0.312)
(0.294)
0.019
-0.005
0.017
0.017
0.022
0.017
(0.019)
(0.035)
(0.019)
(0.019)
(0.020)
(0.021)
0.009
0.027**
0.013
0.008
-0.000
-0.001
(0.010)

(0.013)

(0.009)

(0.009)

(0.013)

(0.013)

4.205***
(0.525)
-0.000
(0.005)
543
30
0.002
0.204

2.593***
(0.888)
0.004
(0.004)
231
15
0.003
0.102

3.836***
(0.551)
-0.001
(0.004)
543
30
0.002
0.177

3.941***
(0.564)
0.000
(0.004)
543
30
0.002
0.160

3.082***
(0.866)
-0.007
(0.006)
516
28
0.005
0.283

3.582***
(0.872)
-0.006
(0.006)
517
29
0.004
0.280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p<0.01, **p<0.05, *p<0.1.
3) 국가 및 시간고정효과 포함, 상수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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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 추정 결과
변수
PRRt-1
PRRt-2

(1)

(2)

(3)

(4)

(5)

(6)

1.249***

1.243***

1.244***

1.238***

1.241***

1.248***

(0.063)

(0.130)

(0.069)

(0.066)

(0.067)

(0.073)

-0.366*** -0.418*** -0.367*** -0.356*** -0.371*** -0.375***
(0.046)

(0.093)

(0.048)

(0.046)

(0.045)

보유세 실효세율
GDP 대비

-1.588**

보유세비율
총조세 대비

(0.744)
-0.401**
(0.195)

보유세비율
GDP 대비

4.235***
(1.440)

거래세비율
총조세 대비

0.827*
(0.458)

거래세비율
실질경제성장률
log(1인당 소득)
실질가계가처분
소득 증가율
인플레이션율
실질 단기 이자율
실질 주가변동률
가처분소득 대비

(0.047)

-3.700*
(2.103)

0.332**

0.026

0.372**

0.389***

0.323***

(0.154)

(0.388)

(0.147)

(0.146)

(0.095)

0.306***
(0.096)

-5.527**

-0.925

-6.385**

-5.647**

-3.706**

-3.659**

(2.560)

(2.164)

(2.715)

(2.571)

(1.864)

(1.846)

-0.029

0.052

-0.001

-0.014

0.053

0.113

(0.100)

(0.118)

(0.074)

(0.209)

(0.080)

(0.077)

-1.207**

0.036

-1.182**

-1.183**

(0.547)

(0.378)

(0.555)

(0.549)

(0.427)

-0.150

0.591

-0.091

-0.135

-0.402

-0.389

(0.377)

(0.415)

(0.384)

(0.369)

(0.327)

(0.330)

-1.549*** -1.498***
(0.446)

0.018

-0.015

0.017

0.021

0.018

0.014

(0.022)
0.000

(0.042)
0.025

(0.021)
0.010

(0.021)
0.005

(0.022)
-0.012

(0.022)
-0.010

(0.016)

(0.021)

(0.012)

(0.012)

(0.016)

(0.014)

2.737***

1.870**

2.700***

2.733***

1.826**

2.080**

(1.007)

(0.909)

(0.996)

(0.967)

(0.798)

(0.846)

-0.009

0.007*

-0.004

-0.005

-0.011

-0.010

(0.009)

(0.004)

(0.006)

(0.007)

(0.008)

(0.008)

관측치
국가 수

556
31

243
16

556
31

556
31

529
29

530
30

AR(1)

0.004

0.018

0.004

0.004

0.008

0.009

AR(2)

0.262

0.979

0.253

0.243

0.154

0.143

가계부채비율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p<0.01, **p<0.05, *p<0.1.
3) 국가 및 시간고정효과 포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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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으며, 정책 조합(policy mix)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포
함한 모형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시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이 주를
이루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국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일반화된 보유세
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3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1995~201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동태패널모형을 시스템 GMM으로 추정
하였다.
분석은 다양한 주택가격 변수(주택가격 상승률,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와 다양한 보유세 및 거래세 지표를 이용하였는데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보유세 증가는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
과가 있다. 보유세 증가는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낮추어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물 확대, 주택수요자의 매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유
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탈(가계소득 대비, 임대료
(사용가치)) 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주택가격
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결효과(공급감소효과)가
수요감소효과를 상회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높은 주택가격 수준,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을 겪고 있는 우
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는 인상
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조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본 연구 결과
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높여 보유비용을 높이고 기대수익
률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세를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유세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세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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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 작은 조세이고, 거래세는 동결효과를 초래해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을
방해하고 주거의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
래세는 낮추는 정책조합이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한 OECD 거래세 데이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
산의 거래세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포함하고 있지 않
아 거래세에 대한 실증분석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OECD 데이터
의 한계로 본 연구가 주택에만 부과된 보유세, 주택에 대한 거래세만을 사용
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
추가 연구과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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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1. 연구 배경
지난 30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경제현상 가운데 하나
가 소득불평등의 심화이다. 2014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빈부격차는 지난 3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80년대 OECD 지역 인구의 상위 10%는 하위 10% 소득의 7배 수준이었
던 반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이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져 9.5배로 증가하였
다.191) 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도한 소득불평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학계에서는 세제개혁을 수단으로 소득불평
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여러 국제기구 특히, OECD에
서는 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 제안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
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여러 세금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가 경제에 미
치는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기대하는 불평등 완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라는 점이다(제5장 2절 선행연구 참고). 따라서 OECD
에서도 이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보유세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192)
주택(매입 및 임대 등 포괄)은 가계의 지출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93) 따라서 부동산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가계의 가처
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일국의 소득 및 자산 분포에 영향을 미
친다.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지만, 자칫 과도한 수준

191) Cingano(2014).
192) OECD(2017).
193) OECD 국가그룹 소득수준별로 상이하다. 저소득 가계의 경우 OECD 평균 37%, 중간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가계는 31%, 상위 소득자는 25%를 차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OECD(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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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금 부과로 인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
장에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제5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 및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6~2016년 동안 35개국으로 구성된 불균
형 국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한다. 분석을 위하여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GMM(Generali
zed Method of Moments),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
을 도입한다.
제5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 감소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보유세 증
가는 단기 경제성장 감소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제
성장과 소득불평등 간 관계와 관련하여 기존 Kuznets(1955) 및 Piketty
and Saez(2003)의 연구 결과도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으며,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감소의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석 결과는 소득불평등이
보유세에 미치는 효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여러
나라 정책 당국의 보유세 결정이 정책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소득불
평등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체 혹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기존의 보유세 관련 의사결정 행태는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보유세를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수단
으로 활용하라는 최근의 정책 권고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제5장의 연구와 관련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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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3절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를 설명
하고, 계량모형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5절에
서는 제5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선행연구
한국 데이터를 사용한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변동이 주택가
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이와 관련된 문헌은
제4장 2절 참고). 박진백, 이 영(2018)은 1980~2015년까지 35개국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유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세율을 인상하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보유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세율인상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율 인상이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주택시장 안정화
를 위한 부동산 조세정책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로 요약할 수 있지만,
보유세의 경우 세율이 너무 높을 경우 개인의 세금 부담은 임대료로 전가되어
부동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주의가 필요하
다고 설명하였다.
박 준, 이태리(2016)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 변
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파급효과가 어떠한지 구
조적벡터자기회귀(S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
유세 인상 시 정부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부동산 자산시장 가격은 하락하는 반
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지출은 최초에는 감소하나 초기를 제외하고
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가계 가처

164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분소득 감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초기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이후 정부
지출 확대 및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로 인해 장기적으로 GDP에
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박 준, 이태리(2016)와
는 다르게, 임동원(2018)은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입은 증가하지만 가계
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감소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며,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
함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만약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최승문(2018)은 다른 세목에 비해 조세로 인한 왜곡이 적은 부동산 보유세
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수단만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보유세
확대를 통해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국가의 자본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의 확대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는 Arnold(2008)가 있다.
Arnold(2008)는 21개 OECD 국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조세구조와 경제성
장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에 부담을 덜 주는, 즉 성장
친화적(growth-friendly)인 세금은 순서대로 재산세, 소비세, 소득세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법인세가 GDP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
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 Arnold et al.(2011)에서 조세항목의
구성에 따른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세, 개인세,
법인세 비중의 상승은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소비세 및
재산세 비중의 상승은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이론모형 연구로 송의영, 김효은(2010)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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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는 보유세 부과와 소득세 인하가 주요 거시변수와 평균적
인 가계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 다른 국내
이론모형 연구로는 박춘성, 송 준, 홍재화(2018)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질
적 가계(heterogeneous households)로 구성된 경제모형으로 한국의 임차
료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모형에서는
정책 및 경제 환경 변화가 임차료와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
으로 분석하고, 후생평가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모형에서는 실질금
리, 실질소득, 주택공급, LTVㆍDTI 대출규제, 보유세와 취득세 변화 등의 경
제환경 및 정책적 요인의 외생적인 변화가 모형경제의 정상상태(steady
state) 균형에서의 주택가격과 임차료 및 관련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자료의 결과와 비교하여 가구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앞서 소개한 연구들과는 다르게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보유세 효과를 분석
한 연구로는 정의철, 김진욱, 하두나(2009)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계 부동산 소득의 크기와 총소득에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택 및 토지가격뿐 아니라 주택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부동산 소득이 소득 불평
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안정과 재분
배정책(사회보험소득과 이전소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제5장의 실증분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연구는 앞서 소개한 박진백, 이 영
(2018)이다. 두 연구 모두 국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보유세 변화에 따른 효
과에 대하여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만 박진백, 이 영(2018)은 보유
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고에서는 주택가격보다
는 소득불평등 및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측면에서 상이하다.
보유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본고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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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이태리(2016)와 비슷한 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서는 두 연구
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박 준, 이태리(2016)에서는 보유세 인상으로 장기
적으로 GDP가 증가하는 반면, 본고에서는 보유세 인상과 단기 경제성장 감
소와의 관련성을 보였다. 그리고 박 준, 이태리(2016)에서는 여전히 보유세
와 소득불평등과의 관련성은 살펴보지 않았다.
부동산 보유세와 소득불평등 간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기존 실증분석 연구
로는 이선화 외(2020)와 정의철, 김진욱, 하두나(2009) 등이 있다. 앞서 제4
장 2절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이선화 외(2020)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
도소득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였음을 밝혔고, 추가적으로 보
유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 완화가 궁극적으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의 초점이 조세의
자산가격 안정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효과를 검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량모형을 도입한 본고와는 접근방식 및 구체적인 방법
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와 정의철, 김진욱, 하두나(2009)는 소득불평등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나, 정의철, 김진욱, 하두나
(2009)는 미시데이터를 사용한 반면, 본고에서는 보유세의 거시경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보유세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
에서 최승문(2018)의 연구와도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한국 분석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으로 구성된 국가패널자료를 활
용하여 강건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과, 보유세 인상에 대한 비용 부분을 확
인했다는 측면에서 최승문(2018)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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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제5장에서는 보유세 증가가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경제성장에
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가설검정을 위하여 소득불평등(지니계
수194)), 경제성장(1인당 GDP), 보유세 및 거래세 변수를 주요 내생변수로 설
정하고, 이 네 변수 간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보유세 증가가 불평등 및 경제성
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제5장 연구의 목적이다.195)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모형, Two-stage Least Squares(2
단계 최소자승, 이하 2SLS), Three-stage Least Squares(3단계 최소자승,
이하 3SL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일반추정적률법, 이하
GMM)를 활용한다.
우선 고정효과모형은 관측되지 않은 시간불변의 국가 특성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모든 국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연도 특성을 통제함으로써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는 모형이다. 내생변수 간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식에
서 동시성 편의(simultaneity bias 혹은 endogeneity bias)로 인해 최소제
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s) 추정으로는 일치추정량을 얻지 못하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구변수 추정방법을 사용한
다. 단 도구변수의 수가 내생변수의 수보다 많은 경우 2SLS 혹은 GMM을 사
용하는데, 본고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더불어 2SLS 및 GMM도 적용하였
194) 소득이 얼마만큼 균등하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
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자산불평등 지니계수는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195) 부동산 보유세 외 다른 종류의 세금이 경제성장,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유
세와 관련성이 높은 거래세도 내생변수로서 계량모형에 포함시킨다. 거래세를 제외해도 주요 실증분
석 결과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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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6) 2SLS 및 GMM은 각 내생변수를 설명하는 식을 개별적으로 추정한
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내생변수 간 관계를 보여주는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추정하는 3SLS도 사용하였다. 3SLS는 세 식의 오차항 간 공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네 가지 모형 모두에는 국가 및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가 반영되었다.197)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네 식 가운데 첫 번째 식은 아래와 같다.

                      
                   
[식 5-1]

하첨자  는 국가를 의미하며,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식 5-1]의 좌변에 있
는   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로그 변환)이다.    는
1인당 GDP(달러)로서 경제성장 정도를 반영하는 변수(로그 변환)이다.

   및    는 각각 GDP 대비 보유세 및 거래세의 비율(%)이
다. 그 밖에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로는 무역개방
도(GDP 대비 수출입 비중, %), 금융시장개방도(Chinn-Ito index), 금융시
장발전 정도를 반영하는 민간부문 신용(GDP 대비 %), 중등교육 입학비율(해
당 연령그룹 인구 대비 %), 교육(인적자본) 관련 변수로서 국가별 평균 교육
기간(년), 기술발전 정도를 반영하는 R&D 총지출액(GDP 대비 %), 농업 및
제조업 부문 고용률이 있다. 위 변수들은 통제변수 벡터,    에 포함되었
다.198)  와  는 각각 국가와 연도에 대한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는 [식
196) 오차항이 이분산성을 가지는 경우 GMM이 2SLS보다 더 효율적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197)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시간 및 국가에 대한 더미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면서 추정해야 하는 모수가 많아
지게 된다. 이는 자유도의 손실을 야기하고, 따라서 효율적 추정량을 얻는 데 문제가 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SLS 모형을 적용한다.
198) [식 5-1]의 통제변수는 Jaumotte, Lall, and Papageorgiu(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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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 5-1]에서 본 연구가 가장 주목하는 추정치가
  이며, 이것은 보유세가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이다.199)
이 밖에도 [식 5-1]의 우변에는 설명변수로서 GDP의 제곱항이 포함되었
다. Kuznets(1955)에 의하면,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불평등은 비선형의 관계
에 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되지만,
경제발전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면 경제성장이 불평등도를 개선
시킨다. 따라서 Kuznets 가설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불평등도 간 관계는 역
의 U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Piketty and Saez(2003)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1인당 GDP의 세제곱항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
르면, 경제성장 수준이 매우 높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
득불평등도가 다시 악화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종
합하면,   은 (+),   은 (-),   은 (+) 부호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보유세
가 불평등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면   는 (-)로 추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두 번째 식은 다음과 같다.

                      
      

[식 5-2]

[식 5-2]의 좌변에는 1인당 GDP(달러)를 나타내는    (로그 변환)가
위치한다. 우변에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 나머지 세
내생변수   ,    ,    가 포함되었다. [식 5-2]의 통제변

199) 소득불평등과 관련 있는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소득수준과 불평등도 간 역의 S자형 곡선
관계를 고려한 특성은 Jung and Kim(2021)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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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는 [식 5-1]의 통제변수에서도 포함되었던 무역개방도, 금융시장개방도,
민간부문 신용, 중등교육 입학비율이 포함되었다. 이외에 [식 5-2]에만 포함
되는 추가적인 외생변수로는 환율유연성지수, 정부의 최종소비지출(GDP 대
비 %), 가격불안정성지수, 외환 및 은행 위기변수가 있다. 이들 통제변수는
   에 포함되었다.200) [식 5-1]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연도에 대한 고정효

과를 반영하였으며,   는 [식 5-2]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 5-2]에서 가장 주목하는 계수는  ,  ,  이며, 각각은 소득불평등,
보유세, 거래세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이다.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 (-)의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은
(-)로 추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의 인상은 세금부과로 인한 자중손실
증가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나, 정부 세수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두 효과를 함께 고려
시 부호를 예상하기 어렵다.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세 번째 및 네 번째 식은 다음과 같다.

                           
     

[식 5-3]

                               
    

[식 5-4]

200) [식 5-2]의 통제변수는 Aghion et al.(2009), Lee and Kim(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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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3]의 좌변에는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나타내는    가
위치한다. 우변에는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는 세 내생변수   ,    ,

   가 포함되었다. [식 5-3]의 통제변수 벡터,    에는 정부 재정수
지(GDP 대비 %), 주택가격지수(로그 변환), 정부이전지출, 거버넌스지표가
포함되었다. [식 5-3]에서 가장 주목하는 계수는  ,  ,  이며, 각각은 소득
불평등, 경제성장, 거래세가 보유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이다. 정부가 소득불평등 심화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보유세 인상을 고려
한다면,  은 (+)로 추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보유세를 포
함한 여러 경로를 통한 세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로 추
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도 [식 5-1] 및 [식 5-2]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연도에 대한 고정효과를 반영하였다.    는 [식 5-3]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 5-4]의 종속변수는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을 나타내는   
이다. 우변에는    를 제외한 나머지 세 내생변수   ,    ,

   가 포함되었다. [식 5-4]의 통제변수벡터,    에는 [식 5-3]의 통
제변수벡터,    에 포함된 변수와 동일한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식 5-4]에
서 주목하는 계수 역시   ,   ,   이며, 각각은 소득불평등, 경제성장, 보유
세가 거래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이다. 보유세와 거래
세를 동시에 올리는 것이 세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
안하면   은 (-)로 추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세 역시 국가 및 연도에 대
한 고정효과를 반영하였고,   는 [식 5-4]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식 5-1] ~ [식 5-4]의 설명변수로 포함되는 외생변수 가운데 다른 식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각 식에만 전용으로 포함되는 변수가 도구변수로 활용된
다. 즉 [식 5-1]에서는 평균 교육기간, R&D 지출, 농업 및 제조업 부문 고용
이 소득불평등(지니계수)에 대한 도구변수이다. [식 5-2]에서는 환율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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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정부 최종소비지출, 가격불안정성지수, 외환 및 은행 위기변수가 1인
당 GDP에 대한 도구변수이다. 마지막으로 [식 5-3]과 [식 5-4]에는 재정수
지, 주택가격지수, 이전지출, 거버넌스지표가 보유세 및 거래세에 대한 도구
변수이다.201)

나. 실증분석 자료
1996~2016년, 35개국으로 구성된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국 선정에 있어서 임의적 기준은 없으며 다만,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국가를
분석대상국으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국 35개국 가운데 32개국이 World
Bank 기준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며, 터키ㆍ콜롬비아ㆍ멕시코 등 3
개국만이 중상위 소득국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분석대상국은 소득
수준으로 평가했을 때 비교적 동질적 국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 목록
및 각국별 샘플 기간은 [표 5-1]과 같다.
계량모형은 4개의 내생변수, 17개의 외생변수로 구성된다. 각 변수에
대한 설명 및 데이터 출처는 [표 5-2]에 정리하였다.   의 출처는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이다. 이 데이터베이
스는 Luxembourg Income Study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니계
수를 추정하였으며, 더불어 지니계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ocio-Economic Database, World Bank,
Eurostat, World Bank’s PovcalNet, 그리고 여러 나라의 공식통계지표를
사용하였다. 가능한 많은 국가를 포함하면서도 국가별 소득불평등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을 최대화했다는 것이 해당 지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전
혹은 세후 소득을 기반으로 추정된 두 종류의 지니계수가 있으나, 본고에서
201) Rank condition이 성립한다. Wooldridge(2010) 참고.

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 173

표 5-1. 분석대상국 및 기간
국가

기간(연도)

국가

기간(연도)

Australia

1996~2015

Korea

1996~2016

Austria

2000~2016

Latvia

2006~2016

Belgium

1996~2016

Lithuania

2006~2016

Canada

1997~2016

Luxembourg

2007~2016

Chile

2007~2016

Mexico*

2008~2016

Colombia*

2008~2016

Netherlands

1996~2016

Czech Republic

2008~2016

New Zealand

2001~2015

Denmark

1996~2016

Norway

1997~2016

Estonia

2005~2016

Poland

2005~2016

Finland

1996~2016

Portugal

1996~2016

France

1996~2016

Slovak Republic

2005~2016

Germany

1996~2016

Slovenia

2007~2016

Greece

1997~2016

Sweden

1997~2016

Hungary

2007~2016

Switzerland

1996~2015

Iceland

2001~2016

Turkey*

2010~2016

Ireland

1996~2016

United Kingdom

1996~2016

Israel

1996~2016

United States

1996~2016

Italy

1996~2016

주: *는 OECD 기준 중상위 소득국가로 분류된 나라를 의미함. 그 외 나머지 국가는 모두 고소득국가 그룹에 속함. 국별
분석기간은 2SLS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자료: 원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는 세후 소득에 기반하여 추정된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202) 보유세 및 거래
세는 본 보고서 앞장에서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동일하다.
외생변수는 최대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였다. 다만 기술발전 정도를 반영하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본고에서는 R&D 지출을 사용하였으나, Jaumotte et al.(2013)에서는 ICT
투자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R&D 지출을 사용한 이유는 ICT 투자 변수의
경우 데이터가 가용한 국가가 제한적이며, 데이터가 최근 기간을 포함하지
202) 자세한 내용은 Solt(20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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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개방도의 경우도 Jaumotte et al.
(2013)에서는 Chinn-Ito index뿐만 아니라 증권 및 FDI 데이터를 사용한
양적 지표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내생변수
간 관련성에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통제변수로서 포함되는 금융시장개방
도 지표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외환ㆍ은행위기 변수의 경우도 관련 문헌인
Aghion et al.(2009)과 다르게 Laeven and Valencia(2020) 자료를 사용
하였다. 내생변수 및 외생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5-3]에 제시되었다.

표 5-2. 변수 정의 및 데이터 출처
표기

변수

설명

출처

내생변수








소득
불평등
1인당
GDP
보유세
거래세

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를 사용하여

Standardized World

가계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지니계수를 추정함.

Income Inequality

로그 변환값 사용

Database

1인당 GDP, 국내총생산(GDP)을 인구(연도 중간값)로
나눈 값(2010년 미국 달러로 평가).

WDI, WB

로그 변환값 사용
부동산 보유세 총액(각국 통화 표시)을 GDP로 나눠 Revenue Statistics,
GDP에 대한 %로 표시

OECD, WDI, WB

부동산 거래세 총액(각국 통화 표시)을 GDP로 나눠 Revenue Statistics,
GDP에 대한 %로 표시

OECD, WDI, WB

외생변수
무역

국내총생산(GDP)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개방도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금융시장
 , 
공통

개방도

한 국가의 자본계정 개방 정도를 측정한 Chinn-Ito
지수를 사용함. IMF의 AREAER에 보고된 국경 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여 더미변수로 평가

WDI, WB
Chinn and Ito
(2006)

민간부문

금융시장 발전 정도에 대한 대리변수(proxy

신용

variable)로 민간부문 신용(GDP 대비 % 표시) 사용

중등학교

중등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연령그룹 인구에 대한

Education

입학

취학생 비율(%)

Statistics, WB

GFD, 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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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표기

변수
평균
교육기간
R&D



지출
농업
부문 고용
제조업
고용

설명

출처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년)

UNDP(2018)

R&D에 대한 국내 총지출은 한 국가의 모든 상주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연구소 등이 수행하는
R&D에 대한 총지출(GDP 대비 % 비율 표시)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전 고용자 대비 %)

WDI, WB

광업 및 채석, 제조, 건설 및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비율(전 고용자 대비 % 비율 표시)

WDI, WB

환율변동성지표(de-facto) 사용. 1부터 4까지 숫자로
Ilzetzki, Reinhart,
평가되어 있으며 차례대로 fix, peg, managed
연성지수
and Rogoff(2019)
float, float을 의미
일반 정부의 최종 소비지출에는 재화 및 서비스
정부소비
구매에 대한 모든 정부지출이 포함됨. 단 군사지출은
WDI, WB
지출
제외. GDP 대비 % 비율로 표시
가격불안
가격불안정성지표(=log(100+CPI 인플레이션))
WDI, WB
정지수
Laeven and
외환위기
외환위기에 대한 더미변수
Valencia(2020)
Laeven and
은행위기
은행시스템 위기에 대한 더미변수
Valencia(2020)
정부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자본 수입과
자본 지출 포함). GDP 대비 %로 측정. 모든 OECD National Accounts
재정수지
국가는 2008년 국민계정시스템(SNA 2008)에 따라 at a Glance, OECD
데이터를 집계
(실질)주택가격지수는 OECD 국민계정
Analytical house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에서 국가별 소비자 지출 디플레이터를
price indicators,
명목주택가격지수로 나눈 값(계절 조정), 로그
지수
OECD
변환하여 사용.
경상계정상 민간 및 공기업에 지급되는 상환하지
이전지출
않는 보조금 및 기타 사회적 혜택이 포함됨
WDI, WB
(정부지출 대비 % 표시)
환율유



 , 

거버넌스
지표

국가별 거버넌스에 대한 6개 지표(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the
Absence of Violence;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The Control of Corruption)의 평균값 사용

WGI, WB

주: OECD=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B=World Bank,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 GFD=Global Financial Development,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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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530

530

530

제조업 고용(%)

530

평균 교육기간(년)

R&D 지출(%)

502

중등학교 입학(%)

농업부문 고용(%)

513

민간부문 신용(%)

공통



520

24.831

5.533

1.858

11.284

107.902

94.083

0.897

92.252

530

무역개방도(%)

금융시장개방도

0.486

1.047

10.379

3.415

평균

530

530

530

530

N

 , 

거래세(%)

1인당 GDP(로그)





소득불평등(로그)



변수

5.314

4.444

0.955

1.579

14.996

41.449

0.200

53.814

0.423

0.879

0.584

0.170

표준편차

10.98

1.02

0.194

6.5

84.283

20.237

0.165

22.154

0

0.067

8.720

3.091

최솟값

40.53

24.16

4.517

14.1

163.935

260.701

1

408.362

외생변수

2.132

3.224

11.626

3.974

내생변수

최댓값

p1

12.91

1.08

0.258

6.8

88.190

27.096

0.165

23.273

0

0.072

8.882

3.131

표 5-3. 기초통계량

17.49

1.29

0.444

8

91.676

38.419

0.417

37.987

0

0.198

9.373

3.199

p5

21.04

2.32

1.131

10.3

98.799

63.123

0.880

58.972

0.192

0.411

9.983

3.266

p25

1.388

2.927

11.286

3.784

p95

1.875

3.112

11.564

3.908

p99

1

1
116.265 177.310 195.655

1

116.890 169.111 341.862

0.674

1.466

10.770

3.512

p75

23.935

3.965

1.771

11.8

27.86

7.53

2.480

12.4

35.12

13.83

3.592

13.1

38.57

20.41

4.167

13.9

103.411 112.373 144.876 159.890

87.715

1

75.072

0.355

0.694

10.559

3.478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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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49
53.854

530

530

530

주택가격지수(로그)

이전지출(%)

거버넌스지표

0.038

1.193

-1.789

530

530

0.002

4.628

19.477

재정수지(%)

530

외환위기

평균
2.019

은행시스템 위기

530

가격불안정지수(로그)

530

정부소비지출(%)

N

530

환율유연성지수

변수

0.536

15.377

22.343

4.458

0.191

0.043

0.020

3.720

1.127

표준편차

-0.471

14.476

37.756

-32.124

0

0

4.559

10.210

1

최솟값
4

최댓값

1.970

82.937

171.555

18.633

1

1

4.748

27.935

주: 변수 설명 및 출처는 [표 5-2] 참고. 본 기초통계량은 2SLS에 사용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
자료: 원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계산.

 , 



표 5-3. 계속

-0.353

15.618

43.840

-13.126

0

0

4.596

10.900

1

p1

0.189

29.021

56.587

-8.579

0

0

4.603

12.301

1

p5

0.810

44.087

80.703

-3.905

0

0

4.616

17.495

1

p25

1.305

52.444

94.991

-2.053

0

0

4.626

19.562

1

p50

4.976

0

0

4.661

25.411

4

p95

13.348

1

0

4.704

26.471

4

p99

1.642

64.907

1.829

79.702

1.894

81.665

104.110 133.390 158.127

0.188

0

0

4.636

22.123

3

p75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내생변수 시계열 및 국가 간 비교가 가능
한 그래프를 살펴보고,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이 타당한지 점검한다. [그림
5-1]은 소득 지니계수(로그 변환)의 샘플국 평균 및 중간값에 대한 시계열이
다. Cingano(2014)에서 보인 것처럼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상에서도
지난 20년간 지니계수 수치를 비교했을 때 2010년 초반의 지니계수 평균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지니계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2]는 1인당 GDP(로그 변환)의 샘플국 평균과 중간값에 대한 시계
열 그래프이다. 평균 및 중간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빠르게 상승하
는 모습을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 이후 다시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다. 하지만 위기 전후 1인당 GDP 변화율을 비교해보면 위기 이후 상승률이
위기 이전의 상승률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3]과 [그림 5-4]는 각각 보유세 및 거래세(GDP 대비 %)의 샘플국 평균
과 중간값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보유세는 샘플국 평
균 기준으로 봤을 때 0.9%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금융위기 동안에
는 보유세가 크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위기로 인해 GDP가 낮아지거나
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크게 높아진 효과가 그래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위기
이후 1인당 GDP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시점에서 보유세는 위기 이전보다
높은 평균 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다가, 최근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거래세는 위기 동안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보유세와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분석대상국별 지니계수, 1인당 GDP, 보유세, 거래세는 [부록 그림
5-1] ~ [부록 그림 5-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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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지니계수 시계열 평균 및 중간값(1996~2016년)
a. 지니계수(로그)

b. 지니계수 변화율(%)

자료: 원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계산.

그림 5-2. 1인당 GDP 시계열 평균 및 중간값(1996~2016년)
a. 1인당 GDP(로그)

b. 1인당 GDP 변화율(%)

자료: 원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계산.

그림 5-3. 보유세 시계열 평균 및 중간값(1996~2016년)

a. 보유세(GDP 대비 %)

b. 보유세(GDP 대비 %p 변화)

자료: 원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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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거래세 시계열 평균 및 중간값(1996~2016년)
a. 거래세(GDP 대비 %)

b. 거래세(GDP 대비 %p 변화)

자료: 원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계산.

[그림 5-5]와 [그림 5-6]은 분석기간 동안의 국가별 평균값을 비교하는 그
래프이다. 보유세(GDP 대비 %), 거래세(GDP 대비 %), 소득불평등(지니계
수, 로그), 1인당 GDP(로그)를 이전연도 값 대비 변화율(혹은 퍼센트 변화율)
로 전환한 후 국가별로 평균값을 구하여 그래프를 그렸다. 보유세-소득불평
등 간 상관관계를 보면 두 변수 간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보유세-1인당 GDP에서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거래세-소
득불평등에서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혹은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발
견되며, 거래세-1인당 GDP에서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나, 보유세
-1인당 GDP의 상관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203) 다음 절에서 내생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상황

203) 그래프에 사용된 변수들을 전기 대비 변화율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유세(거래세)와
소득불평등 및 1인당 GDP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이것을 [그림 5-5] 및 [그림 5-6]과 비교하
여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내생변수 수준으로 내생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변화율로 관계를 분
석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생변수의 수준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량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가고정효과로
서 이 부분을 통제한 상황에서 보유세 및 거래세 변화로 인한 거시효과, 즉 본고에서는 소득불평등 및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5장의 계량
모형에는 모두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를 반영하였다. 실제 모형에서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 실증분석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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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내생변수 간 관련성을 엄밀한 분석을 통해 파악하도록 하겠다.

그림 5-5. 보유세-지니계수, 보유세-1인당 GDP 산점도
(국가별 1996~2016년 평균값 사용)
a. 보유세-지니계수 산점도

b. 보유세-1인당 소득 산점도

주: 지니계수 및 1인당 소득은 변화율에 대한 평균이며, 보유세는 전년 대비 퍼센트 차이(%p)에 대한 평균.
자료: 원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계산.

그림 5-6. 거래세-지니계수, 거래세-1인당 GDP 산점도
(국가별 1996~2016년 평균값 사용)
a. 거래세-지니계수 산점도

b. 거래세-1인당 소득 산점도

주: 지니계수 및 1인당 소득은 변화율에 대한 평균이며, 거래세는 전년 대비 퍼센트 차이(%p)에 대한 평균.
자료: 원자료에 근거하여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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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이번 절에서는 3절에서 소개한 모형과 변수들을 사용한 추정 결과를 제시
한다. 우선 순서대로 고정효과모형, 2SLS, GMM, 3SLS 모형의 실증분석 결
과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국가 및 연도에 대한 고정효과모형의 [식 5-1]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는 [표 5-4], (1)에 제시하였다. 보유세의 증가가 지니계수 감소와 관련성이
높은 반면, 거래세는 지니계수와 다소 무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거래세
는 소득불평등과 다소 무관한 반면, 보유세 인상 조치는 소득불평등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1인당 GDP-지니계수 관계에 있어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역 S의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인당 GDP가 증가
할수록 지니계수는 상승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1인당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지니계수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에서는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지니계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이 역 S
의 관계이다. 이러한 비선형관계가 [표 5-4]의 고정효과모형의 실증분석 결
과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외생변수들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들을 살펴보면 기존 연구인
Jaumotte, Lall, and Papageorgiu(2013)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우선
무역개방도의 증가는 지니계수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Heckscher-Ohlin 모형에서 도출할 수 있는
Stolper-Samuelson 정리로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 교역을 하는 두 국가에
서 저숙련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에서는 저숙련노동자의 임금은 인
상되고, 숙련노동자의 임금은 감소하면서 소득불평등이 개선된다는 것이
다.204) 숙련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의 경우, 국제교역이 증가하면
204) Stolper and Samuelson(1941).

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 183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교역상대국의 특성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자가 후자
보다 더 크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선진국을 포함한 51
개국 패널분석을 수행한 Jaumotte, Lall, and Papageorgiu(2013)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본고의 실증분석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전자의 효과가
후자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계량모형에 따라 상이
하여, 강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5)
반면 금융시장개방도의 증가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계층의 소득
증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개방된 금융시장을 통해 고소득계층
의 자본가들이 좀 더 쉽게 자본을 해외로부터 차입함으로써 이것을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투입하거나 인적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계층보다 미래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개방도 증가가 지니계수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제5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농업부문 고용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를 증가시키지만 제조업 고용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도 Jaumotte, Lall, and
Papageorgiu(2013)과 일치한다.20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capital 변수를 기술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용변수
로 사용한 Jaumotte, Lall, and Papageorgiu(2013)과는 다르게 본고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대용변수로서 국가별 R&D 지출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럼에
도 두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술의 발전은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외 민간신용 부문은 Jaumotte, Lall,
and Papageorgiu(201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인 것으로 추정

205) 본고의 또 다른 계량모형에서는 무역개방도 증가가 소득불평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7 참고).
206) Jaumotte, Lall, and Papageorgiu(2013)에서도 가설과는 반대로 농업부문 고용과 제조업 고용 증
가가 각각 소득불평등도를 증가,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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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고정효과모형
(1)

(2)

(3)

(4)









-0.302***

-0.495*

0.437*

(0.0907)

(0.259)

(0.223)



내



13.57***

-1.008***

0.0280

(2.179)

(0.119)

(0.109)




-1.337***
(0.220)

생
변




수

(0.00740)



-0.0184**
(0.00784)

(0.0169)



-9.50e-16

0.310***

-0.0936*

(9.01e-16)

(0.0218)

(0.0508)

-0.000277**

0.00334***

(0.000129)

(0.000385)

금융시장개방도

0.0195*

0.0141

(0.0103)

(0.0271)

민간부문 신용

-6.61e-05

0.000231

(6.21e-05)

(0.000200)

중등학교 입학

-0.000459**

0.000204

(0.000187)

(0.000506)

무역개방도

 ,

공통
외
생
변

0.0437***

평균 교육기간

수

-0.101***

-0.0692*
(0.0376)

0.00170
(0.00259)

R&D 지출


0.0426***
(0.00531)

농업부문 고용

0.00466***

제조업 고용

-0.00635***

(0.00129)

(0.00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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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계속
(1)

(2)

(3)

(4)









-0.00327

0.00482**

(0.00258)

(0.00221)

-0.00151***

0.00353***

(0.000535)

(0.000438)

이전지출

0.00668***

0.00388**

(0.00180)

(0.00156)

거버넌스지표

-0.378***

0.161**

환율유연성지수

0.0411***
(0.00845)

정부소비지출

-0.00804**
(0.00319)



가격불안정지수

-0.0257
(0.125)

외환위기

-0.00609
(0.0496)

외
은행시스템 위기

생

0.0285

변

(0.0276)

수

재정수지

주택가격지수
 ,


관측치
2

R

(0.0817)

(0.0714)

737

1,030

582

582

0.334

0.826

0.488

0.380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표 5-4], (2)는 [식 5-2]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보유세의 증가는 1
인당 GDP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박 준, 이태리(2016)의 실증분석 결과와는 대비되는 반면 임동원
(2018)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박 준, 이태리(2016)에서는 부동산 보
유세 인상이 있을 경우 초기 가계가처분소득 감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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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후 정부지출 확대 및 부의 재분배 효과로 인해 민간지출과 GDP가 장
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임동원(2018)은 보유세 인상
으로 인한 정부의 세입 증가는 GDP에 대하여 긍정적 효과보다는 가계의 처
분가능소득 감소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효과가 커서 결국 GDP에 미치는 부
정적 효과가 크다고 예상하였다. 본고의 계량모형은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장기효과보다는 단기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표 5-4], (2)에서는 거래세
의 증가가 1인당 GDP 증가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세금의 인상
으로 인한 거래세 증가일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
한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의 증가가 GDP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지니계수 감소)은 1
인당 GDP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밖의 외생변수들이 1인당
GDP에 미치는 효과들을 살펴보면 역시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역개방도의 증가 및 정부소비지출의 감소는 1인당 GDP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ghion et al.
(2009)와 일치하는 분석 결과이다. 환율유연성지수는 우리 연구의 분석대상
국이 주로 선진국임을 고려하면 역시 Aghion et al.(2009)의 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다.
[표 5-4], (3)은 [식 5-3]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수립한 연구가설과
는 다르게 지니계수 및 1인당 GDP의 증가가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207) 이는 그동안 여러 나라의 정책 당국이 보유세를 결정
함에 있어서 정책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보
다는 오히려 정체 혹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
시한다. 이러한 여러 나라의 보유세 관련 의사결정 행태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보유세를 소득불평등 및 장기 경제성장지표를 개선하는 수단
207) 해당 실증분석 결과는 1인당 GDP 대신 GDP 성장률, 그리고 GDP 대비 보유세 및 거래세 퍼센트 비
율 대신 각각의 로그값을 사용한 모형에서도 강건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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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최근의 정책 권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 실증분석 결과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흥미
로운 결과라고 보여진다. [식 5-4]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표 5-4], (4)에
따르면 거래세는 보유세와 대체로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어지는 [표 5-5] ~ [표 5-7]은 순서대로 2SLS, GMM, 3SLS를 적용한 실증
분석 결과이다. 통제변수의 추정에 있어서 일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나, 내생변수 간 관계를 보여주는 주요 관심계수의 부호는 [표 5-4]의
결과와 일치하며, 매우 강건한 것을 볼 수 있다.208)

표 5-5. 2SLS
(1)

(2)

(3)

(4)









-1.408***
(0.217)

0.509
(0.681)
-0.834***
(0.274)

0.175
(0.509)
-0.205
(0.232)



내
생
변
수









-36.65
(35.83)
3.614
(3.545)
-0.119
(0.117)
-0.0886**
(0.0386)
0.0466
(0.0417)

-0.328***
(0.0616)
0.174*
(0.0997)

-0.188
(0.142)
-0.673*
(0.362)

208) 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제외한 재산과세(부유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비경상재산세, 기타 경상재산
세)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강건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부록 표 5-1]~[부록 표 5-4]에 제
시)에서도 4절의 [표 5-4] ~ [표 5-7]에서 제시된 주요 실증분석 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보유세의 증가가 지니계수 감소와 관련성이 높으며, 보유세의 증가 및 소득불평등도의 악화가
1인당 GDP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 및
1인당 GDP의 증가가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래세를 포함
시킨 모형과 마찬가지로 기타 재산과세의 증가가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나, 거
래세와는 다르게 보유세와 비교적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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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계속

무역개방도
 ,

공통

금융시장개방도
민간부문 신용
중등학교 입학
평균 교육기간
R&D 지출



농업부문 고용
제조업 고용

외
생
변
수

(1)

(2)

(3)

(4)









0.000423
(0.000425)
0.0196
(0.0275)
0.000250*
(0.000143)
-0.000202
(0.000248)
0.00276
(0.00321)
0.0310***
(0.0105)
0.00723***
(0.00225)
-0.000150
(0.00162)

0.00294***
(0.000644)
0.238***
(0.0409)
0.000468***
(0.000181)
-0.000527
(0.000521)

0.000258
(0.00363)
0.000821
(0.00160)
0.00938***
(0.00233)
-0.322**
(0.135)
530
0.970

0.00539**
(0.00220)
0.00369***
(0.000544)
0.00375*
(0.00196)
0.113
(0.106)
530
0.928

환율유연성지수

0.00274
(0.00881)
0.00486
(0.00352)
0.163
(0.241)
0.251***
(0.0670)
-0.0316
(0.0200)

정부소비지출



가격불안정지수
외환위기
은행시스템 위기
재정수지
주택가격지수

 ,


이전지출
거버넌스지표
관측치
R2

477
0.979

477
0.989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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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GMM
(1)

(2)

(3)

(4)











내
생
변
수




-1.497***

0.558

0.201

(0.265)

(0.595)

(0.551)

0.0984

-0.834***

-0.249

(0.570)

(0.315)

(0.276)

-0.00562
(0.0595)




-0.000542



-0.100***

-0.187

-0.232

(0.0308)

(0.160)

(0.169)

(0.00219)


무역개방도

 ,

공통

금융시장개방도

민간부문 신용

중등학교 입학

외
생
변

0.0223

0.368

-0.759**

(0.0401)

(0.264)

(0.354)

7.76e-05

0.00385***

(0.000261)

(0.00138)

0.0471**

0.340***

(0.0216)

(0.0944)

0.000124

4.68e-05

(8.67e-05)

(0.000399)

-6.73e-05

-0.000912*

(0.000220)

(0.000512)

평균 교육기간

0.00129

R&D 지출

0.0386***

농업부문 고용

0.00826***

수

(0.00336)



(0.00731)

(0.00192)
제조업 고용

-0.00164
(0.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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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계속

(1)

(2)

(3)

(4)









0.000593

0.00387

환율유연성지수

0.00558
(0.0103)
0.00344

정부소비지출

(0.00412)


-0.0736

가격불안정지수

(0.428)
0.873

외환위기

(0.779)

외

-0.0483*

은행시스템 위기

생
변

(0.0258)

수

재정수지

주택가격지수
 ,


이전지출

거버넌스지표

관측치
2

R

(0.00391)

(0.00265)

0.00159

0.00350***

(0.00163)

(0.000616)

0.00975***

0.00498**

(0.00243)

(0.00197)

-0.327**

0.0808

(0.150)

(0.125)

477

477

530

530

0.980

0.987

0.968

0.927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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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3SLS
(1)

(2)

(3)

(4)











내




생

-1.801***

-0.780

0.743*

(0.227)

(0.518)

(0.433)

1.700***

-1.326***

-0.422***

(0.105)

(0.117)

(0.132)

-0.188***
(0.0205)

변
수




0.00590***



-0.135***

-0.487***

-0.514***

(0.0234)

(0.0448)

(0.0842)

(0.00104)


무역개방도

 ,

공통

금융시장개방도

민간부문 신용

중등학교 입학

외
생
변

0.0474

0.121

-1.210***

(0.0327)

(0.0876)

(0.133)

0.000589**

0.00267***

(0.000242)

(0.000589)

0.0635***

0.159***

(0.0142)

(0.0334)

0.000200***

0.000433***

(6.58e-05)

(0.000133)

-9.62e-05

-0.000149

(0.000183)

(0.000368)

평균 교육기간

0.00145

R&D 지출

0.0214***

농업부문 고용

0.00530***

수

(0.00186)



(0.00448)

(0.00133)
제조업 고용

-0.000355
(0.0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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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속

(1)

(2)

(3)

(4)









0.00607**

0.00391*

(0.00238)

(0.00214)

0.00361***

0.00291***

(0.000611)

(0.000451)

0.00612***

0.00584***

(0.00169)

(0.00174)

0.0783

-0.0409

(0.0748)

(0.0801)

환율유연성지수

0.00733
(0.00466)
0.00131

정부소비지출

(0.00201)
-0.176

가격불안정지수


(0.128)
0.0202

외환위기

(0.0388)

외
은행시스템 위기

생

-0.00435

변

(0.0103)

수

재정수지

주택가격지수
 ,


이전지출

거버넌스지표

관측치

477

477

477

477

R2

0.974

0.981

0.951

0.913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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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지금까지 제5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 및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 모형, Two-stage Least Square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Three-stage Least Squares를 도입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1996~2016년,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으로
구성된 불균형 국가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제5장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존 보유세 관련 의사결정 행태는 보유세를 소득불
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장의 보유세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주로 보
유세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불평등
개선에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보유세가 낮은 대신 거
래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서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간 정책조합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유세 인
상으로 인한 경제주체 행동유인의 왜곡이 자중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단기적
으로 생산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당국은 의사결정 시 보유세 인
상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그 연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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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증분석 연구가 많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
가별 상이한 조세체계로 인해 엄밀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취합
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한 거래세
와 양도소득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 해석에 있
어서 데이터의 한계 및 국가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한계
로 인해 정량분석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 19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핵심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의 경우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포용성장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본격화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더해 부유세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 등 주요국과 한국 간의 주택 보유세 과세
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적의 경우 주요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
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
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율구조의 경
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례세율제도인 반면 한국은 초과누진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 세율이 낮은 편이고, 부
동산 가치를 매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 성격, 납세의무자는 소유주, 재산세 공제항목 및 면
세대상 존재, 주택 총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일부 국
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주요국 간 공통점이다.
제3장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의 경우,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GDP 또는 총조세 대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타 재산과세 중에서는 부
유세가 소폭 상승한 반면, 거래세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속 및
증여세는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 부동산 보유세율이 완만하게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재산과세 중 거래세는 등락을 보였으나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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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횡보하고 상속 및 증여세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횡단면 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
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기준으로 2019년
OECD 37개국 평균은 1.06%이고 한국은 0.93%를 기록하였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고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부동산 보
유세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낮
은 과표 현실화율 및 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자산시가총액 비율은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5.54배로
OECD 15개국 평균(3.75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
항목인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각각 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재
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은 수준
을 보였다.
제4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 하락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증가가 주택보유비용을 높
여 기존 주택 매도를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가계
소득, 임대료(사용가치)—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
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
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상승률, PIR, PRR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증가가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보다 주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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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억제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
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
서도 소득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림 6-1.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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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제사회는 포용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
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다. 반면 한국의 거래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높아 보유세 비율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부동
산 보유세 강화는 주택가격을 낮추고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포용성
장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
다. 한편 부동산 거래세 강화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불평등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어 주택가격 안정 및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음
을 시사한다.

2.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부동산 관련 재산과세제도 개편 논의도 활발하다. 이러한 점
에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부동산을 경제불평등의 근원 중 하나로 보고 있고, 경제불평등을 완화
하고 포용성장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OECD(2020)는 “주택이 포용성장의 핵심요인”(Housing is key to
inclusive growth)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이 가계예산 중 가장 큰 지출항
목을 차지하고, 부 축적의 핵심 수단이자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며, 주택
과 주거 환경이 개인의 건강, 고용,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불평등이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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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특히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에 비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산불
평등의 핵심요인은 부동산에 있다. 그리고 주택 등 부동산은 단순히 높은 가격
수준, 주거 불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계층ㆍ지역ㆍ세대 갈등, 비혼 및
저출산, 과도한 가계부채 등 경제 및 사회적인 주요 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부동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우리가 안고 있는 경
제ㆍ사회적인 난제는 우리 정책 당국이 부동산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즉 국제사회의 인식과 같이 우리 정
책 당국은 부동산을 ‘경제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 및 지속가능 성장을 가
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과 인식은
보다 근본적이고, 일관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부동산 세제의 방향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
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
회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고209) 한국의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비율
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과세제도의 경우 국가
마다 상이한 역사적 배경ㆍ운영 목적 및 방식 등 특수성이 있지만, 국제 비교
결과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 지
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더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정책 방향이 주택가격 급등, 경제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
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
는 주택가격을 낮추고 경제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거래세 감소도 주택가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9)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0년, 2021년 데이터를 향후 업데이트할 경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
율은 과세표준 현실화율 상향, 세율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OECD 평
균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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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향후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할 경우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등 재산과세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 개편
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단기
간에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조합 및 방향
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
동산 보유세 강화 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고령층 등에게는 외
국 사례와 같이 납부이연제도나 장기분납제도를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반
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신규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토지에 대해서는 고율 과세, 주택(부속 토
지 제외)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
선 현재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틀 내에서 총 보유세 규모가 늘어나지 않
게 하면서도 개별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토
지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고 건축물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택의 경우에도 총 보유세 규모가 증가하지 않게
하면서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되 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
물에 대한 저율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에 대
한 분리과세는 최근 시세반영률이 2005년 이전에 비해 높아져 과거 발생했
던 문제(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보다 세부담이 낮아짐)를 초래할 가능성은 낮
아졌다고 본다.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대한 과세는 토지사용 비용을 높이
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고정자본투자(건축물 투자)를 증가시켜 토지이용의 효
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기
존 건축물의 보유비용과 신규 자본투자(건축투자)의 비용을 높이고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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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210) 그래서 건축물 자본투자(건축물 신규 공급)
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나아가 건축물 자본투자(건축물 신규 공급)를 촉진
하기 위해 건물분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거 불안정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택공
급을 늘리고 건축물 자본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동
시에 부동산 보유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 방향이
라고 본다. 토지분에 대해 분리해서 부과하는 토지분 보유세는 재산세 형태
로 해방 이후 2004년 종합부동산세(토지와 건축물 통합과세) 도입 이전까지
꾸준히 시행되어왔다. 종합부동산세 이전에는 1988년 토지과다보유세,
1990년 종합토지세 등 토지만을 대상으로 과다 보유에 대한 과세제도가 운
영되었다. 2004년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을 의도
한 측면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에도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
공행진을 하고 있어 이제는 부동산 보유세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보다
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물 투자의 확대 등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다음으로 향후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정책설계 논의 시 우리나라의 특수
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전세제도를 가지고 있고,
세계 주요국에 비해 자가주택 보유비율이 낮다는211)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
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거래세 인하를 통한 기존 부동산 물량의 매물 확대 유도, 토
지와 건축물의 분리과세(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축물에 대한 저율과세)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건축물 투자 확대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10) 이선화(2021. 10. 29), p. 100.
211) 자가주택 보유비율: 한국 59.1% < OECD 평균 67.7%(2019년 기준). OECD, “Housing”(온라인 자
료, 검색일: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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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갭투자 억제, 갭투자를 이용
한 다주택자의 매물 공급 유도 등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212)에 전세보증금을 일정 정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4.8%(2019년 전국 기준)213)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 보유비율이 59.1%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같
이 다주택자와 거주용 1주택자(1가구 1주택과는 다른 개념)를 구분하는 차등
과세 접근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추진방안 마련 시 부동산시장에
서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둘러
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 및 수렴하고, 정책 및 제도 시행 이전
에 시장 참여자의 반응을 고려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간접적인 효과
를 분석하는 등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
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
고, 높아진 정책 신뢰도는 다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해 선순환구
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연간 소득

212) DSR   . 2018년 10월부터 DSR을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하
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 차주
단위 DSR 확대적용계획을 2022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제2금융권 차주단위 DSR 기준을
2022년 1월부터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
료(2021. 10. 26), p. 5).
213) e-나라지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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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4-1. 국가별 주택가격 변화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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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2015=100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4-2. 국가별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단위: 2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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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2015=100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4-3. 국가별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
(단위: 2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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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5-1. 국가별 지니계수 변화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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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변화율(%)을 의미함.
자료: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5-2. 국가별 1인당 GDP 변화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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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전년 대비 퍼센트 차이(%p)를 의미함.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5-3. 국가별 GDP 대비 보유세 변화율
(단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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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비율(%)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5-4. 국가별 GDP 대비 보유세 비율
(단위: %)

부록 • 229

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비율(%)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5-5. 국가별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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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전년 대비 퍼센트 차이(%p)를 의미함.
자료: OECD Sta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4)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5-6. 국가별 GDP 대비 거래세 변화율
(단위: %p)

부록 표 5-1. 고정효과모형(기타 재산과세 포함)
(1)

(2)

(3)

(4)







기타 재산과세

-0.422***

-0.525**

-4.903***

(0.0988)

(0.264)

(1.081)

13.69***

-1.016***

-0.250

(2.138)

(0.119)

(0.530)



내
생
변
수




-1.351***




0.0443***

(0.216)

(0.00725)



-0.0184**
(0.00773)

(0.0183)

기타 재산과세  

-0.00675***

0.0427***

0.00294

(0.00207)

(0.00845)

(0.0105)

-0.000281**

0.00289***

(0.000123)

(0.000418)

금융시장개방도

0.0199*

0.0208

(0.0102)

(0.0295)

민간부문 신용

-8.10e-05

0.000410*

(6.18e-05)

(0.000219)

중등학교 입학

-0.000419**

0.000146

(0.000185)

(0.000551)

무역개방도

 ,

공통
외
생
변

평균 교육기간

수

-0.124***

0.0508
(0.182)

0.00252
(0.00257)

R&D 지출


0.0393***
(0.00495)

농업부문 고용

0.00461***

제조업 고용

-0.00604***

(0.00128)

(0.0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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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1. 계속
(1)

(2)

(3)

(4)







기타 재산과세

환율유연성지수

0.0513***
(0.00915)

정부소비지출

-0.0134***
(0.00345)



가격불안정지수

-0.115
(0.136)

외환위기

0.00688
(0.0540)

외
은행시스템 위기

생

0.0469

변

(0.0300)

수

재정수지

-0.00395

0.0685***

(0.00267)

(0.0107)

-0.00187***

0.00490**

(0.000506)

(0.00212)

이전지출

0.00641***

-0.0162**

(0.00181)

(0.00758)

거버넌스지표

-0.397***

0.384

주택가격지수
 ,


관측치
2

R

(0.0815)

(0.346)

737

1,030

582

582

0.344

0.794

0.484

0.142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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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2. 2SLS(기타 재산과세 포함)
(1)

(2)

(3)

(4)







기타 재산과세

-1.397***

1.788

-10.18***

(0.237)



내
생
변
수




(1.131)

(2.786)

-25.96

-0.502

-1.520

(33.45)

(0.353)

(1.272)

2.561
(3.311)




-0.0845



-0.0906**

-0.405***

0.802

(0.0377)

(0.0448)

(0.777)

(0.109)

기타 재산과세  

무역개방도

 ,

공통

0.136
(0.0865)

0.000137

0.00219***

(0.000318)

(0.000449)

0.0187

0.217***

(0.0273)

(0.0434)

민간부문 신용

0.000237

0.000626***

(0.000145)

(0.000218)

생
변

0.0130
(0.0142)

금융시장개방도

중등학교 입학

외

0.00218
(0.00596)

-0.000211

-0.000676

(0.000241)

(0.000559)

평균 교육기간

0.00271

R&D 지출

0.0336***

농업부문 고용

0.00805***

수

(0.00332)



(0.0101)

(0.00211)
제조업 고용

0.000368
(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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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2. 계속
(1)

(2)

(3)

(4)







기타 재산과세

환율유연성지수

-0.000702
(0.00938)

정부소비지출

0.00671*
(0.00366)



가격불안정지수

0.290

외환위기

0.263***

(0.255)

(0.0741)

외
은행시스템 위기

생

-0.0349

변

(0.0217)

수

재정수지

주택가격지수

-0.0146*

0.0819***

(0.00752)

(0.0120)

-0.00287***

0.00860***

 ,


이전지출

거버넌스지표

(0.000929)

(0.00298)

0.0113***

-0.0315***

(0.00324)

(0.0108)

-0.586***

1.319**

(0.149)

(0.582)

관측치

477

477

530

530

R2

0.980

0.987

0.964

0.524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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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3. GMM(기타 재산과세 포함)
(1)

(2)

(3)

(4)







기타 재산과세

-1.466***

1.263

0.514



(0.254)


내
생
변
수




(0.805)

(1.180)

1.284***

-0.624**

-0.0556

(0.150)

(0.292)

(0.378)

-0.121***
(0.0288)




0.00315**



-0.106***

-0.396***

0.0686

(0.0302)

(0.0605)

(0.292)

(0.00145)

기타 재산과세  

무역개방도

 ,

공통

0.0515
(0.0642)

2.69e-05

0.00220***

(0.000209)

(0.000402)

0.0449**

0.261***

(0.0223)

(0.0647)

민간부문 신용

0.000161*

0.000477***

(9.11e-05)

(0.000181)

생
변

0.0113
(0.0241)

금융시장개방도

중등학교 입학

외

0.00359
(0.00943)

-6.52e-05

-0.00102*

(0.000223)

(0.000526)

평균 교육기간

0.00108

R&D 지출

0.0396***

농업부문 고용

0.00881***

수

(0.00359)



(0.00742)

(0.00189)
제조업 고용

-0.00114
(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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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3. 계속
(1)

(2)

(3)

(4)







기타 재산과세

환율유연성지수

-0.000715
(0.00764)

정부소비지출

0.00800**
(0.00402)



가격불안정지수

0.278
(0.313)

외환위기

0.392
(0.418)

외
은행시스템 위기

생

-0.0390

변

(0.0239)

수

재정수지

-0.0160***

0.0149

(0.00568)

(0.00970)

주택가격지수

-0.00142

0.00458***

(0.000991)

(0.00115)

이전지출

0.00743***

0.000681

(0.00282)

(0.00455)

 ,


거버넌스지표

-0.410***

0.204

(0.143)

(0.200)

관측치

477

477

530

530

R2

0.979

0.987

0.968

0.464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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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4. 3SLS(기타 재산과세 포함)
(1)

(2)

(3)

(4)







기타 재산과세

-1.752***

-2.918***

-9.091***

(0.241)

(0.527)

(2.437)



내
생
변
수



1.797***

-1.589***

-2.699***

(0.0996)

(0.105)

(0.778)




-0.203***
(0.0197)




0.00654***
(0.00103)



-0.161***
(0.0225)

(0.0352)

기타 재산과세  

-0.00483

-0.0415***

-0.156***

(0.00520)

(0.0145)

(0.0308)

0.000254

0.000806**

(0.000178)

(0.000327)

0.0510***

0.0746**

(0.0143)

(0.0304)

0.000200***

0.000258

(7.73e-05)

(0.000163)

-0.000145

-0.000260

(0.000185)

(0.000376)

무역개방도

 ,

공통

금융시장개방도

민간부문 신용

중등학교 입학

외
생
변

평균 교육기간

수

-0.567***

-1.917***
(0.529)

0.00110
(0.00200)

R&D 지출


0.0230***
(0.00459)

농업부문 고용

0.00530***
(0.00134)

제조업 고용

-0.000259
(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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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5-4. 계속
(1)

(2)

(3)

(4)







기타 재산과세

0.00695**

0.0729***

(0.00284)

(0.0121)

환율유연성지수

0.00388
(0.00445)

정부소비지출

0.000779
(0.00206)



가격불안정지수

-0.153
(0.123)

외환위기

-0.0299
(0.0392)

외
은행시스템 위기

생

0.000635

변

(0.0103)

수

재정수지

주택가격지수
 ,


이전지출

거버넌스지표

관측치
2

R

-0.000270

0.00185

(0.000397)

(0.00257)

-0.00138

-0.0176*

(0.00149)

(0.00993)

-0.00882

-0.132

(0.0619)

(0.464)

477

477

477

477

0.971

0.976

0.955

0.422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국가 및 연도고정효과가 포함됨.
자료: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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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Policy Dire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Immovable Property Tax and Its Impact on the Macro
Economy
Young Sik Jeong, Eunjung Kang, Jinhee Lee, Kyunghun Kim, and Jeehye Kim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inequality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In particular, levels of wealth (asset) inequality are
increasing further than income inequality. And Korea is no exception.
This deepening of inequality is more worrisome in that it leads to
inequality of opportunity while suppressing movement between
classes, which in turn deepens inequality, creating a vicious cycle of
inequality. This is a bigger problem than the inequality itsel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re calling for stronger property taxes,
including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as part of mitigating
inequality and promoting inclusive growth. In Korea, there is heated
discussion on property taxes, such as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olicy direct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on immovable property tax and
examine the effect of property tax on the macro economy.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In Chapter 2, we exam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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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ax policy on immovable
property and the current real estate tax system of major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represented by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World Bank, and IMF, have been calling for stronger property
taxes, such as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is trend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r
reinforcement of a wealth tax, a new type of property tax,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of discussion. When comparing the real estate
taxation systems of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Singapore, several characteristics become evident for
Korea. In terms of the purpose of imposing immovable property tax,
these major economies and Korea share the aim of securing local
government finances, but the difference i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re focusing more on inclusive growth and improving
inequality, while Korea is more focused on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As for the tax rate structure, countries except Singapore have
a proportional tax rate system, whereas Korea operates an excess
progressive tax rate system. It is also characteristic that Korea
evaluates the value of real estate based on market price every year. On
the other hand, with the exception of some countries, Korea and major
countries have in common that the immovable property tax is a local
tax, the taxpayer is the owner, the property tax deduction and tax
exemption system exist, and the taxable value is based on the total
value of the house.
In Chapter 3,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immovable property tax burdens using OECD data. First,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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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 for OECD countries, the average immovable property tax
ratio (to GDP or total tax) has risen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ratio of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 taxes showed a relatively
large drop, and inheritance and gift taxes ratio showed a sideways
trend. In Korea, the immovable property tax ratio is also showing a
modest increase. The ratio of transaction taxes, including real estate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 generally flattened during fluctuations,
while that of inheritance and gift tax showed a steady rise. Next, in
terms of cross-sectional comparison, Korea's immovable property tax
ratio wa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level. Based on the effective
immovable property tax ratio (immovable property tax revenues to
total private real estate assets), which is an indicator of the actual tax
burden on immovable property, the average of 15 OECD countries was
0.30%, while Korea recorded 0.17% in 2019. This seems to be due to
the relatively high real estate price level, low tax base realization rate,
and low immovable property tax rate in Korea. In 2019, Korea's
private real estate market capitalization to GDP ratio was 5.54 times,
the highest among comparable countries, far exceeding the average
of 15 OECD countries (3.75 times). Meanwhile, in the case of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 taxes, inheritance and gift taxes, Korea
recorded 1.75% and 0.43% of GDP, respectively,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of 0.44% and 0.12%. In terms of total property taxes to GDP
ratio, Korea recorded 3.12%, which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1.85%).
In Chapter 4, we analyze the effect of immovable property tax on
housing prices in OECD countries using the dynamic panel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 increase in the immo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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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real housing price change
rate, Price to Income Ratio (PIR), and Price to Rent Ratio (PRR). This
seems to be because the strengthening of the immovable property tax
raises the cost of owning a house, which increases pressure to sell
houses or weakens the motivation to purchase house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strengthening of immovable property tax has the
effect of lowering not only real housing price but also PIR and PRR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lowers the risk of a bubble in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 taxe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real housing price
increase rate, PIR, and PRR. This seems to be because the
strengthening of transaction tax has a greater effect on deterring
housing sales than the effect of weakening housing purchases.
In Chapter 5, we investigate how the increase in property tax affects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Th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a country and year fixed effect model,
two-stage least square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and
three-stage least squar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 an
increase in immovable property tax is closely associated with decrease
in income inequality, and at the same time, an increase in property tax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short-term economic growth. We also
find that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does not lead to an increase
in property tax. This decision-making behavior seems to be related to
the OECD's policy recommendation to use the property tax as a means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In Chapter 6, we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in
terms of the purpose of real estate policy, the Kore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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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ies need to shift toward a more fundamental and broader
perspective, such as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growth,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re emphasizing, rather than the
Korean government’s current focus on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This change in perception of real estate policy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lays the foundation for more fundamental,
continuous, and systematic real estate policy. Second, in terms of the
real estate tax system, the policy direction and mix of gradually raising
the immovable property tax and lowering transaction tax at the same
time should be consistently pursued in order to achieve stabil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inclusive growth, and sustainable growth. Finally,
when improving the property tax system in the future, Korea's unique
characteristics – such as a very high real estate price level, the jeonse
system, and a low ratio of self-owned houses compared to major
countries –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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