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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분석하여 임차인 주거 안정 및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2018년에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한 것은 2017년 12월 등록 활성화 제도 도입의 영향이 크고,
2019년에 신규 임대등록 실적이 감소한 것은 20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영향을 미침
 실증분석 결과, 민간임대등록주택 증가는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주택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었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7·10대책 전후 전세 보유 임대사업자의 투자수익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이 짧을
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수익률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수익률 감소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대체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소득 세원 간 형평성 문제와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나, 임대주택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세제 혜택은 필요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완전 폐지보다는 적정 임대수익률
보장, 장기임대 할 경우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임대를 유도할 필요
 정부부처 간 시스템 공유를 통한 체계적 임대사업자 관리 및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및 일정소득 이하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부담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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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정부가 2017년 12월 도입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제도의 시장 안정 효과 등 그간의 성
과를 점검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
∙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고, 다주택자에게 절세
효과를 제공하여 오히려 매매가격만 상승시켰다는 비판이 있었음
∙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세제 혜택 축소, 다주택자 대출한도 축소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은 많고 임대사
업자의 의무이행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정부는 7.10대책에서 단기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장기임대사업자도 10년으로
늘리면서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도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
하기로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의무이행 부실 문제는 남아 있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
□ 민간임대등록사업자에게 공적 의무이행 요건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이 존재
∙ 과거 지자체에서 수기 관리해 오던 등록정보를 최근 현행화하면서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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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무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주택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도 증가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2019년 하반기 이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등록임대주택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

2) 연구 목적
∙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제도 변화의
시장 영향을 분석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 이와 아울러,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민간등록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사업자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강화, 보증보험
의무가입, 전월세 물건 검색 시 정보제공 강화 등 기존 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
완하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방안도 제안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7~2020년
- 임대등록 활성화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함

∙ 공간적 범위 : 시도를 기본 단위로 하되, 실증분석은 시군구 단위를 기초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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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통계분석의 대상은 시도로 하되, 필요시 지역 단위로는 수도권, 지방 등으
로 나누어 접근

□ 내용적 범위
∙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현황과 이슈 분석
- 1990년 최초 도입, 2017년 활성화제도 도입, 2020년 단기임대 폐지 등 등록제도의
도입과 등록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고찰

∙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와 세제 혜택 변화의 시장 영향 분석
-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격에 미친 영향을 통계분석, 계량
경제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 7.10대책으로 인한 시나리오별 투자수익률 변화를 분석하여 민간 전월세 주택 공급
감소 가능성에 대해 진단

∙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개선방안
- 통계분석, 실증분석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조
정, 장기 민간임대등록주택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임차인 권리보
호 강화 등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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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통계 분석
∙ 민간임대등록주택 활성화 관련 법제도 및 이슈 관련 문헌조사 수행
∙ 국토교통부의 민간임대등록주택 현황 통계 및 한국감정원의 임대차통계정보
시스템(RHMS) 상 통계자료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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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분석 및 외부전문가 협동연구 수행
∙ 공간패널분석을 활용하여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제도 도입 이후 시장 영향을 분
석하고, 7.10대책으로 인한 세제 혜택 변화에 따른 임대인의 투자수익률 변화
를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의견 수렴
∙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효성 강화
를 위해 국토교통부(민간임대주택정책과)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정책실무협
의회를 개최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민간임대주택 관련 연구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제도(2017.12.13) 도입 이전의 민간임
대주택 활성화방안 연구와 제도 도입 이후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 및
시장영향 분석 연구로 구분됨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방안 관련 연구로는 장성수·경신원(2000), 박환용(2007), 현
무준 외(2012), 권주안· 황은정(2013), 장우석(2013), 이창무(2014), 천현숙 외
(2015) 등이 있음(변세일 외, 2016 재인용)
∙ 장성수・경신원(2000)은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주택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민간임대주택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임
대주택 재고 수는 더욱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이를 통한 재고 확대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 박환용(2007)은 ‘민간임대주택의 수요 및 수익성 분석’에서 국내의 임대주택
시장은 민간차원의 비공식 부문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임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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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임대주택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
∙ 현무준 외(2012)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자의 행태’에서 임대사업자와 다
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여 임대료 미수 대책,
장기임대에 따른 체계적 위험리스크 감소방안 등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
∙ 권주안・ 황은정(2013)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향후 임차수요가 지속
적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
안으로 수익성 보전 및 택지비 부담 완화, 보증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제시
∙ 장우석(2013)은 ‘민간임대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일본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필요하다고 주장
∙ 이창무(2014)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의 변화추세와 장기전망을 분석하고, 저성
장 기조에서 유지될 장래 주택임대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인 다주택자의 대안적인 투자대상과 유사한 수익성 보장, 다주택자 혹
은 개인임대사업자 관련 조세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의 폐지,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장기임대 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같은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
∙ 천현숙 외(2015)는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에서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육성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하위법령 및 제도의 정비방향,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금리 혜택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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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관련 세제 개선방안 연구로는 장정섭․고석찬(2018), 장기용(2019) 등
이 있음
∙ 장정섭․고석찬(2018)은 민간매입임대주택 관련 세제혜택정책이 매입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
한 시사점을 제시
∙ 장기용(2019)은 전월세신고제의 도입을 전제로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유,
양도, 상속단계에서 부과되고 있는 현행 세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한
뒤, 전세와 월세에 무차별하고 임대소득의 크기만으로 과세하는 시스템 도입,
사업성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방법과 결손금 등의
통산허용범위 차별 적용,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임
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시 임대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 안정적
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허용 등을 제안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제도의 시장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황관석․최진(2019), 박진백
(2020) 등이 있음
∙ 황관석, 최진(2019)에서는 임대주택활성화제도의 주요 변화 및 특성, 성과를
살펴보고 주택매매시장 및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임대주택
활성화제도로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으
나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재고 증가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주장
∙ 박진백(2020)은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수준별 임대
등록 주택의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변화, 매물잠김효과 등을 분석하였는데,
제도도입으로 인한 매물잠김으로 인한 매매가격 인상은 미미한 반면, 전세가
격 안정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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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임대등록 활성화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술논문 또는 학술세미나 자료 형태로 주로
발표되었으며, 주제도 세제 개선방향과 제도 도입 이후의 임대차가격 통계 변화에 한정
되어 있어 체계적 제도 개선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음
□ 임대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와 함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
하고 통계 분석과 함께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 영향과 7.10대책으로 인한 투자수익
률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선행연구가 실증분석 없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에 치우치거나, 매매시장에 대
한 고려 없이 전세시장 영향 분석에만 치우진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개선방안
도 제도 변화의 시장 영향과 투자수익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
□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선행연구들은 주로 문헌고찰, 설문조사, 면담조사, 통계분석 등
에 의존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 계량분석결과 등
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면에서 차별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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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 과제명: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문헌 고찰
•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실태 분석
• 국내외 법제도 검토 • 국내·외 다주택자 세제의 비교 분석
• 현행 다주택자 세제의 개선방안

• 연구자: 장기용(2019)
1

• 연구목적: 다주택자관련 세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법제를 비교·검토하여 다주택자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 과제명: 민간매입임대주택 세제혜택 • 문헌 고찰
• 개별 면접 상담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설문조사
• 연구자: 장정섭․고석찬(2018)

주요
선행
연구
2

• 연구목적: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에
정부의 세제혜택정책이 미친 영향,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과제명: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주택가격 변화
3

• 문헌 고찰
• 통계 분석

• 연구자: 박진백(2020)

• 임대주택 시장 및 세제 관련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 및 세제혜택
현황
•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 세제혜택
영향에 관한 설문 분석

• 민간임대주택 등록 관련 정책 연혁
• 민간임대등록 관련 논란사항
•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주택가격
영향

• 연구목적: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제도의 연혁과 시장 이슈를 점검하고
임대차시장 안정화 효과에 대해 검토

본 연구

• 통계 분석, 계량
• 과제명: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분석
제도의 성과 점검과 향후 개선방안
• 문헌조사
• 연구목적: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전문가 자문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제도 변화의 시장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

•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현황과
이슈 분석
•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 변화의 시장
영향 분석
•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개선방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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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현황과 이슈 분석

1.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변천
1) 주요 연혁
□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
되었으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 옴(국토교통부, 2020b)
∙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한계가 있어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등록제도가 도입(기호영 외, 2018)
∙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보유세・거래세 감면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14년에 양
도세 장특공제․임대소득세 감면 등 추가 반영
□ 등록임대 활성화(’17.12) 발표 이후에는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하여 등록임대 재고가 양
적 확대(국토교통부, 2020b)
∙ 등록임대 활성화 대책(’17.12) 시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양
도세 중과배제 요건 강화(임대 5년→8년 이상) 및 임대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보유 3호→1호 이상)
∙ ’17년말 25.9만명, 98만호에서 ’19년말 48.1만명․, 50.8만호로 증가하는 등 등
록임대주택 재고가 급증
□ 최근 7.10대책에서는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
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8→10년 이상)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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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관계부처합동,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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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임대등록제도의 주요 흐름
시행 시점

주요 내용

▪임대주택제도 부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
▪택지. 금융. 조세지원 대폭 확대로 임대주택 건설 촉진
1984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매입임대 개념 부재)
<임대주택법으로 제명 변경>
▪매입임대 및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도입(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재정·기금)과 민간건설로 구분(시행령)
1994.04
▪임대기간(건설 5년,10년,50년/매입 3년), 임대조건 신고 의무 부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강화(기업형 임대 활성화)>
▪2월: 민간임대주택 리츠 규제완화·세제혜택 강화, 민간자본 리츠 참여 유도를 통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2013
▪4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도 신설(“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민간매입임대, 10년 이상,
85㎡이하, 최초임대료 제한))
▪8월: 금리인하, 대출한도 및 매입대상 주택 확대, 세제감면 확대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강화(기업형 임대 활성화)>
▪준공공임대 재산세, 소득.법인세 감면 및 주택기금 매입자금 지원 확대, 양도세 면제 신설,
2014.02
매입임대사업자 중도매각 요건 완화(“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기업형 임대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유형 개편(기업형/준공공/단기)
▪공급촉진지구 도입(임대사업자에게 택지개발 허용)
2015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민간건설임대)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 적용
▪8월: 미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17.12월)>
2017.08
- (등록 인센티브 확대)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 시행과 연계하여 8년 장기임대
주택 위주로 세제지원 확대
- (정보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 DB 구축 및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 발표(‘19.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등록임대주택 일제정비 실시
▪(과체체계 관리강화) 임대사업자 의무준수 검증 체계 구축
<임차인 보호 및 관리강화>
▪100호 이상 주택단지 내 임대료 인상시 기준 명확화(시행령에서 별도 규정)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권 부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2019
▪최초임대료 적용 기준 개선(임대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를 최초임대료로 함)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 유지시, 임대료 증액 상한기준 적용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대상 확대(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무단매각, 임대조건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1천만원→3천만원)
<단기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주택시장안정 보완 대책’ 발표(‘20.7.20)>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8→10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2020
등록 말소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희망시 자진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정례화
자료: 국토교통부(2020b) 등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정리
1970년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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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관계부처합동, 2017b)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2017.12.13.)’는 주거복지 로드맵(11.29)1)에 이어, 사적
(私的)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
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관계부처합동, 2017b)

□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많은 상황에서 공적임대 확대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임대주택 등록률이 현저히 낮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관계부처합동, 2017b)
∙ 전월세는 한 집에 거주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으로 짧고(자가 10.6년), 10년
(’07〜’16)간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73%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 심각
∙ 공적임대주택은 향후 5년간 85만호를 공급하여 ’22년에는 재고 200만호를 확
보할 계획이나, 재정여력 등 고려시 추가확대에 제약
∙ 개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최근 4년간 2배 증가(‘12년 40만채 → ’16년 79
만채)하였으나, 전체 임대용 민간주택의 13% 수준

표 2-2 | 임대등록년도별 임대등록 현황
구 분 (연말기준)

‘12

‘13

‘14

‘15

‘16

등록 임대사업자 (만명)

5.4

7.9

10.4

13.8

20.2

등록 민간임대주택 (만호)

40

43

46

59

79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b)

□ 민간임대주택 등록촉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관계부처합동, 2017b)

1)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
(관계부처합동,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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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과 함께 등록임대 100만호 확충을 통해
‘22년에 임차가구의 45%에게 전월세상한제 혜택 제공(관계부처합동, 2017b)
표 2-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 주요내용
집주인

세입자

임대주택 등록시 지원 확대

주거안정 강화

1 지방세 감면 확대
□
․‘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8년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8년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1 4∼8년간 거주 가능
□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필요경비율 차등화 (등록 70%, 미등록
50%)

⇨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확대
(‘16년) 23% → (’22년) 45%

3 양도세 감면 확대
□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4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
․(합산배제) 5년 → 8년 임대시
5 건보료 부담 완화
□
․(4년임대) 40% (8년임대) 80% 감면

․이사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
2 임대료 절감 : 연 5% 이내 인상
□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1 권리보호 강화
□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단축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2 거래안전 강화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1 정보 인프라 구축 : 임대등록시스템 및 임대차시장 정보 DB 구축
□
2 행정지원 강화 : 등록절차 간소화,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등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7b)

3) 2019년 12.16 대책에서의 변화(관계부처합동, 2019b)
□ 민간임대등록활성화 제도 도입 이후 정부의 강력한 수요억제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우
회대출 수단, 그리고 절세수단으로 민간임대등록제도가 활용되어 가격상승을 부채질
한다는 비판에 직면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에서는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과 임대사
업자 관리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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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등록 제도의 보완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 합동
점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등 4가지를 핵심적으
로 보완
①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관계부처합동, 2019b)
∙ (대책이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
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하나, 취득세・재산세는 면적 기
준만 존재하고, 가액기준이 없었음
∙ (개선) 취득세・재산세도 가액기준을 추가(예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등)하
여 세제 혜택 제한
②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관계부처합동, 2019b)
∙ (대책이전) `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과거 지자체에서 수기 관리해 오던
등록정보 현행화가 미흡하여, 사업자의 공적의무 점검이 제한적이었음
- 최근 4년간(’15~18)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394건이며, 등
록정보 현행화 등으로 매년 의무위반 적발 건이 증가하는 추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적정여부를 검증하여, `17〜19년 707명에게 23억 원
추징

∙ (개선)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점검
- 관계기관 간(국토부・지자체 등) ｢합동점검 T/F｣를 구성한 후, 시스템(렌트홈 등)
간 연계 분석 등을 통해 위반자 적발(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③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관계부처합동, 2019b)
∙ (대책이전) 규정 상 부도사업자 외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위반 시 처벌이 제
한적인 미성년자와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도 등록 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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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등록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 제한 등 등록요건 강화
④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관계부처합동, 2019b)
∙ (대책이전) 최근 다주택 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존재하나, 사업자 제재방안이 미비하였음
∙ (개선)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 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의무2) 범위 확대
⑤ 기타(관계부처합동, 2019b)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대책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
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3)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대책이전)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
서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2) 임대차계약 시 등록 사업자의 세금 체납여부와 다가구주택 등은 전입세대 및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사업자의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
3)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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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이전)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중(1.25배 이상)
* RTI (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적용범위 :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기준 : 1.25배 이상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b)

-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
으로 강화

4) 2020년 6.17 대책에서의 변화(관계부처합동, 2020a)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관계부처합동, 2020a)
∙ (대책이전)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 없었음
∙ (개선) 모든 지역(비규제지역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법인, 개인모두
포함)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금지(`20.7.1일 시행)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
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관계부처합동, 2020a)
∙ (대책이전)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
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
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주택에 대
해서도 종부세 과세(`20.6.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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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관계부처합동, 2020a)
∙ (대책이전)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되며, `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21.1.1일 시행)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관계부처합동, 2020a)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20.7.1일 시행)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법 개정 추진(관계부처합동, 2020a)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미성년자, 의무위반자 등록 제한) 강화
- 보증금 미반환 피해발생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5)
-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60호, 2020. 6. 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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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7.10 대책에서의 변화(관계부처합동, 2020b)
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내용
□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관계부처합동, 2020b)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표 2-4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신규등록 가능여부

주택 구분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

단기
장기일반
공공지원

매입임대

건설임대

폐 지
허용(다만, 아파트 불가)
허 용

폐 지
허 용
허 용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b)

∙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관계부처합동, 2020b)
∙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기존 8년→10년)
- 다만, 기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 8년으로 유지

∙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사업자 75%, 임차인 25%)
∙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관리 권한 강화
-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추가
-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

24

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
록을 직권 말소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관련 정보제공 의무 강화

②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기획재정부, 2020)
□ (소득세·법인세·종부세)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 지원 유지(기획재정부, 2020)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 유지
- 임대등록일〜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 임대주택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유지되는 세제혜택: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② 등록임대
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③ 등록임대주택에 대
한 종부세 비과세

□ (소득세·법인세·종부세)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기획재정부, 2020)
∙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 양도세중과 배제(기획재정부, 2020)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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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기획재
정부, 2020)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
과세 인정
□ 7.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기획재정부, 2020)
∙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
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
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6) 정리 및 요약
∙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혜택을 지니는 등록임
대주택 확대를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 관련 혜택에 2017년 12월 임대소득
세, 건보료 감면 등 일부 혜택을 추가
∙ 임대등록 활성화 제도 시행에 따라 매물잠김으로 인한 가격 상승 비판에 직면
하자 2018년 9.13대책을 거치면서 양도세 100%감면 폐지, 종부세 합산과세
등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규제가 시작되었음
∙ 12.16대책에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재산세 가액기준이 추가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혜택이 과하다는 비판이 많았음
∙ 7.10 대책에서 단기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장기임대사업자도 10년으로 늘리
면서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도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시켜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제 혜택에 기댄 매물 잠김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
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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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대책별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비과세 혜택
주요대책

①

(문재인 정부) 2017년 12.13
임대주택등록활성화방안

2018년 9.13대책 전

②

③

주요내용(혜택)
∙ 취득세 : 200만원이하 - 면제
∙ 재산세 : 50만원 이하 - 면제
∙ 양도세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85㎡이하 최대70% 공제율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인세 : 1호 이상 - 75%감면
∙ 종합부동산세 : 비과세
∙ 건보료 : 80%감면

∙ 취득세 : 200만원이하 - 면제
∙ 재산세 : 50만원 이하 - 면제
∙ 양도세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85㎡이하 최대70% 공제율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인세 :1호 이상 - 75%감면
∙ 종합부동산세 : 비과세
∙ 건보료 : 80%감면

2018년 9.13대책 후
( 규제지역 내 기준 )

∙ 취득세 : 200만원이하 - 면제
∙ 재산세 : 50만원 이하 - 면제
∙ 양도세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폐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시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85㎡이하 최대 70% 공제율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인세 :1호 이상 - 75%감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 건보료 : 80%감면

2019년 12.16대책 전
( 규제지역 내 기준 )

∙ 취득세 : 200만원이하 - 면제
∙ 재산세 : 50만원 이하 - 면제
∙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70% 공제율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인세 :1호 이상 - 75%감면
∙ 건보료 : 8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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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책

주요내용(혜택)

2019년 12.16대책 후
( 규제지역 내 기준 )

∙ 취득세 : 200만원이하 - 면제
- 가액기준을 추가(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예정)
∙ 재산세 : 50만원 이하 - 면제
- 가액기준을 추가(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예정)
∙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70% 공제율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인세 :1호 이상 - 75%감면
∙ 건보료 : 80%감면

2020년 6.17, 7.10 대책 전
( 규제지역 내 기준 )

∙ 취득세 : 200만원이하 – 면제
- 가액기준을 추가(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예정)
∙ 재산세 : 50만원 이하 – 면제
- 가액기준을 추가(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예정)
∙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70% 공제율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인세 :1호 이상 - 75%감면
∙ 건보료 : 80%감면

2020년 6.17, 7.10 대책 후

∙ 취득세 : 200만원이하 - 면제가액
∙ 재산세 : 50만원 이하 - 면제
∙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70% 공제율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인세 :1호 이상 - 75%감면
∙ 건보료 : 80%감면
∙ 4년 단기임대 신규 등록 불가.
∙ 4년 단기임대 장기로 전환 불가(아파트)
∙ 단기·장기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연장 불가(아파트)
∙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 불가(분양등록은 가능), 기 등록 된
임대주택의 혜택은 유지

④

자료: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장석호 공인중개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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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임대주택 등록 현황
1) `19년말 현재 임대등록 현황(국토교통부, 2020b)
□ 국토교통부(2020b)에 따르면,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
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
□ 2019년 말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 명이며, 2019년에 신규로 등록한 사업
자수는 2018년 14.8만명 대비 50.1% 감소(국토교통부, 2020b)
∙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6만명으로 2018년 11.4만명
대비 50.9%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5만명으로
2018년 6.0만명 대비 58.4% 감소
∙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만명으로 2018년 3.4만명 대비
47.3% 감소
□ 2019년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만호이며,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2018년
38.2만호 대비 61.9% 감소(국토교통부, 2020b)
∙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2만호로 2018년 26.8만호 대비
61.8%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만호로 2018년
14.2만호 대비 66.2% 감소
∙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만호로 2018년 11.5만호 대비 6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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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19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신규등록 현황
등록 임대사업자(단위 : 명)
전년대비
’18년
’19년
증가율

구 분
합 계
수도권

등록임대주택(단위 : 호)
전년대비
’18년
’19년
증가율

147,957

73,855

-50.1%

382,237

145,635

-61.9%

114,046

55,981

-50.9%

267,623

102,274

-61.8%

서울

60,407

25,132

-58.4%

142,118

48,048

-66.2%

인천,경기

53,639

30,849

-42.5%

125,505

54,226

-56.8%

33,911

17,874

-47.3%

114,614

43,361

-62.2%

지 방
자료: 국토교통부(2020b)

□ 전년대비 ’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
여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는데,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된 것의 영향(국토교통부, 2020b)
표 2-7 | 최근 5년간 신규 임대등록 실적현황(’15~’19)
구분
임대사업자(명)
임대주택(호)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신규등록

3.4만

6.4만

5.7만

14.8만

7.4만

누적

13.8만

20.2만

25.9만

40.7만

48.1만

신규등록

13만

20만

19만

38.2만

14.6만

누적

59만

79만

98만

136.2만

150.8만

자료: 국토교통부(2020b)

∙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6만호가 신규 등록하여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6만호 신규 등록하
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국토교통부, 2020b)
□ `19년 신규 임대등록 주택은 3억 이하가 52.2%, 6억 이하가 83.7%(박진백, 2020)
∙ `19년 신규 임대등록 주택은 3억 이하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 6억 이하 고가주
택 또한 다가구 주택이 76.2% 차지
∙ 박진백(2020)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세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임
대등록 활성화에 따른 가격상승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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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 ’19년 신규등록 임대주택 유형별(공시가격·건축물) 세부현황
합계
(부존재 제외)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공시가격
부존재*

69,571호
(100%)

36,297호
(52.2%)

21,900호
(31.5%)

11,374호
(16.3%)

76,064호

아파트

20,999호
(100%)

13,677호
(65.1%)

5,851호
(27.9%)

1,471호
(7.0%)

4,752호

다가구주택

25,674호
(100%)

3,927호
(15.3%)

13,082호
(51.0%)

8,665호
(24.9%)

7,115호

종류별 구분
합 계

오피스텔

공시가격 미존재

55,741호

다세대주택

15,476호
(100%)

14,642호
(94.6%)

549호
(3.5%)

285호
(1.8%)

6,119호

연립주택

1,577호
(100%)

1,373호
(87.1%)

150호
(9.5%)

54호
(3.4%)

343호

단독주택

5,118호
(100%)

1,969호
(38.5%)

2,257호
(44.1%)

892호
(17.4%)

1,025호

도시형
생활주택

727호
(100%)

709호
(97.5%)

11호
(1.5%)

7호
(1.0%)

969호

주: *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오피스텔과 ’19년 가격 공시 이후 건설된 주택 등 반영
자료: 국토교통부(2020b)

□ 국토교통부(2020b)는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
억) 이고, 6억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76.2% 차지)이 대다수이므로, 최근 시세 9
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중 : 전국 평균 83.7%, 아파트의 경우 93.0%
∙ 공시가격 3억 이하 비중 : 전국 평균 52.2%, 아파트의 경우 65.1%

2) 공시가격 및 주택유형별 임대등록 현황
□ 전국 임대등록 아파트는 수도권과 3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 지방은 97.8%가 3억 원
이하(박진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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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3억 이하 아파트가 80%(서울은 48.8%), 6억 이하 아파트는 95%
(서울은 83.7%)로 비중이 높음
표 2-9 | 지역 및 금액별 임대등록 아파트 수
(단위: 호, %)
공시가격(`19년 기준)
지역 구분

합계
3억 이하

3억~ 6억 이하

6억 초과

전국

304,965
(100.0)

245,274
(80.4)

44,510
(14.6)

15,181
(5.0)

수도권

178,128
(100.0)

121,247
(68.1)

41,809
(23.5)

15,072
(8.5)

지방

126,837
(100.0)

124,027
(97.8)

2,701
(2.1)

109
(0.1)

서울

81,052
(100.0)

39,565
(48.8)

28,267
(34.9)

13,220
(16.3)

인천

15,138
(100.0)

14,110
(93.2)

1,016
(6.7)

12
(0.1)

경기

81,938
(100.0)

67,572
(82.5)

12,526
(15.3)

1,840
(2.2)

주1: 제시된 통계는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주2: ( )안은 해당 주택유형 임대등록 합계 대비 금액대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박진백(2020), p.18.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조치(12.13) 이후 수도권의 임대등록 뚜렷하게 증가(박진백, 2020)
∙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정책 시행 이후, `18년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록
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
∙ `19년부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임대등록이 감소하
여 상승세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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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임대등록 추이와 주요정책

그림 2-2 |지역별 임대등록 추이

자료: 박진백(2020),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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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관련 이슈
1) 매물 잠김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 최근 일각에 따르면, 임대등록주택 증가로 인해 매도가능주택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주
택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 서울시와 일부 시민단체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사실상
팔기가 어려워 그만큼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어들었다고 주장(조선일보,
2020.2)
∙ 즉, 정부가 지난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나타난 매물
잠김현상이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실제로 7.10대책에서 단기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장기임
대사업자도 10년으로 늘리면서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도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
사업자 혜택을 유지시켜 주기로 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로 세제 혜택을 누
리기 위해 매도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다른 일각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급등
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지적

□ 시장의 매매수요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임대등록으로 매도가능 주택이 감소하면 초
과수요 발생으로 가격상승의 가능성이 커지지만,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매물잠
김에 따른 가격상승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박진백, 2020)
∙ 임대등록 증가로 매매가능 물량이 감소하여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는 평가가 다
수이나, 실물경기 침체, 여러 규제 등을 고려하면 수요감소 가능성 → 거래량
감소가 임대등록 증가의 영향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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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매물잠김 효과의 기본구조

자료: 박진백(2020), p.13.

□ 박진백(2020)은 임대등록제도 활성화에 따른 고정적인 임대주택재고 확대와 전세가격
안정효과가 존재하며, 일부 매물잠김 현상은 존재하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라고 주장
∙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에 따른 비용은 임대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정도이며,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효과가 존재하므로 정책 효율성
은 높다고 판단

(2) 전월세 안정 효과 미미
□ 황관석․최진(2019)은 실질적인 전월세 상한제 효과를 지니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로 인
해 2018년 민간임대주택 재고 증가는 전국 전세가격을 0.4%P 하락시키는데 기여했
다고 주장하였으나, 매매가격 상승에 비해 전세가격 하락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존재
∙ 전문가 자문결과, 최근 종부세 강화, 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임대인의 세부담
이 증가하고, 투자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전월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5% 상승률제한을 받는 임대사업등록주택으로 인해 전월세
상승폭이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음
□ 다주택자들은 임대수입을 포함한 총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7.10대
책 등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인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뿐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음
∙ 임대사업자는 이미 등록제도로 인해 매매가격이 급등시기에 이미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수익을 더 중요시
할 것이기 때문에 전월세가격의 일시적 조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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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에 비해 전월세 안정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역별 수급 상황, 가격 상승 기대 저하 등 다
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변세일, 2020)
∙ 변세일(2020)은 지역별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
으므로 민간임대등록주택 증가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
석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민간임대등록주택 수와 가격, 임대차시장 수급 상황,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별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3) 임대사업자 의무 불이행 및 세입자 권리 강화
□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상 준수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세
입자 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
□ 등록임대사업자가 각종 세제혜택에 상응하게 임대료 증액 제한․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토
록 세제와 연계한 검증 체계 강화 필요(관계부처합동, 2019a)
∙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을 확인하여 감면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양도
소득세․임대소득세․종부세 감면 신청서식 개정 등 임대조건 준수․세제 연계 시스
템 강화와 세제 감면․추징 조건 명확화를 위한 세법 규정 정비가 필요
□ 임차인은 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접근이 제한적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부정확한 등록정보 일제 정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여부 합동점검, 지자체
관리인력 충원, 임차인이 등록임대주택 여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기등기 의
무화 추진이 필요
∙ 주택 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하여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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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예비 임차인의 등록임대주택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를 위해 등
록임대주택 매물검색 및 부동산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터넷 부동산
포털(한방부동산포털)와 렌트홈을 통한 등록임대 검색서비스를 추가 제공(국
토교통부, 2020c)

그림 2-4 | 부동산거래 지원 포털

자료: 국토교통부(2020c)

□ 정부는 2020년 5월,｢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통해 임대등록 전용시스템(렌트홈) 구축,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질적 관리 강화 추진 중(국토교통부,
2020c)
∙ 최근에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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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변화의 시장 영향 분석

1. 매매 및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1) 분석모형의 검토
□ 지역별 임대주택재고와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간 관계를 시군구별로 각각 분석
∙ 임대등록활성화 제도에 따라 증가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택시장의 가격(매매 및 전세) 변동은 시간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 패널자료 분석이 적합하며,
∙ 주택가격의 인근지역 간 전이현상을 고려할 때,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분석 시 공간적 자기상관과 종속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
∙ 기존 선행연구(황관석․최진, 20196))에서는 임대등록활성화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7~2017년 기간 동안 6개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
산)의 연간 자료를 토대로 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바 있음
∙ 우리나라 매매거래는 대부분 동일 시군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제도(2017년 말) 이후 자료와 6개 광역시 이외 지역의
민간임대주택 증가가 주택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6)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제도연구회(2019.1.30.) 발표자료, 임대주택등록제도와 주택임대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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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택의 탐색범위와 매매거래는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은 시군구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
므로 시군구별 임대주택 공급 자료를 통하여 시군구별 영향을 분석할 필요
□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가격 변동(매매·전세) 간 관계에 주택시장
의 지역 간 상관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공간패널모형 활용
∙ 주택가격의 인근지역 간 전이현상을 고려할 때,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분석 시 공간적 자기상관과 종속성을 고려할 필요
∙ 따라서 기존 패널모형에 공간가중치 행렬을 추가한 공간패널모형을 활용하여
지역별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공간패널모형(Spatial Panel Model)은 패널자료의 형태가 공간적 속성을 가진 관측치
로 구성되어 있을 때 공간적 자기상관을 다루기 위해 개발된 모형
∙ 공간패널모형의 기본 형태7)
   ⊗      
∙ 여기서, 는  ×  크기의 관측치 벡터, X는  ×  크기의 독립변수 행렬,
 는 T 크기의 단위행렬,  은  ×  크기의 공간 가중치 행렬,  는 관측값

의 자기상관을 설명하는 공간 모수이고, 오차항  는 다음과 같은 자기상관 공
간모형을 가정
   ⊗   
∙ 여기서,  는  ×  벡터,  은  ×  크기의 단위행렬,  는 시간불변의 개
별적 특성 벡터이고, 오차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기상관 공간모형을 가정
   ⊗   
∙ 여기서,    는 오차항에 대한 자기상관 공간 모수,  은  ×  크
7) 이하의 수식은 Millo, G., & Piras, G. (2012)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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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공간 가중치 행렬을 의미하며   ∼     ,    ∼     을 만족
∙ 공간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패널모형에서와 같이 공간패널모형에서도
개별효과 처리에 따라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 모형으로 구분
∙ 랜덤효과 모형에서는 관측되지 않은 개별효과가 설명변수와 무관함을 가정하
고, 이 때   ∼     이고, 오차항  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 
∙ 여기에서      이고, 이에 따라 오차항  는 아래와 같음
   ⊗   ⊗ 
∙ 공간 가중치는 지역 간 물리적 거리를 이용한 공간가중치 행렬 등이 있음
- 공간가중치행렬은 시군구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 유클리디안 거리 가중치 활용

∙ 자기상관을 설명하는 공간 모수  와  는 모형에서 인접 지역의 영향을 설명
∙  가 유의한 모형은 Spatial Lag Model(SLM),  가 유의한 모형은 Spatial Error
Model(SEM),  와  가 모두 유의한 모형은 Spatial Durbin Model(SDM)
□ 공간가중치행렬의 작성과 적용
∙ 공간 개념을 포함한 계량경제학 모형에서 공간종속성과 공간이질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가중치행렬(Spatial Weighted Matrix)을 이용하는
방법과 공간거리(Spatial Distance)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는데 전자
의 경우 공간계량경제학의 여러 가지 모형에서, 후자는 공간확장모형(Spatial
Expansion Model)에서 활용하게 됨(변세일, 2007 : 33)
∙ 일반적으로 각 지점의 인접성(contiguity) 또는 지점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생
성하는 공간가중치행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격자(grid) 형태로
나타낼 경우 면과 꼭지점에 접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의 <그림 3-1>과 같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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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나타낼 수 있음(변세일, 2007 : 34)
그림 3-1 | 인접방법 적용(예)

자료: 변세일(2007), p.34

∙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나 지점간의 거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거리를
이용한 가중치 행렬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접성을 이용하는 방
법보다 바람직함(Anselin, 1988: 21, 최명섭․변세일, 2016 재인용)
∙ 본 연구에서는 GIS위치데이터, 즉 경도와 위도를 중심으로 표현된 자료를 중
심으로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모든 지역이 동일
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를 반영할 수 없어 해석상 중대
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세일 외(2015), 변세일 외
(2019)와

같이

공간가중치행렬을

작성할

때

횡단면

표준화(row

standardized)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인접 시군구의 매매가격 또는 전
세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음



  





단








∙ 본 연구에서는 변세일 외(2015), 변세일 외(2019)의 방법을 활용하여 121개

   )을 작성한 후,
시군구간 거리를 이용하여 공간가중치행렬(  

횡단면표준화 과정을 거쳐 최종 공간가중치행렬을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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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설정
□ 이 연구에서는 공간패널모형을 통하여 시군구별 임대주택 공급이 주택가격(매매 및 임
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분석에 활용한 변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설정
∙ 종속변수는 시군구별 연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변동률(전국주택가
격동향조사, 한국감정원)를 각각 활용
- 이때, 연도별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한국감정원)은 일부 시군구에 대해서
만 발표하므로 2012~2018년까지 시군구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누락이 없고 모든
설명변수 자료 획득이 가능한 121개 시군구에 대해 분석

∙ 설명변수
- 주요 설명변수로는 지역별 공공 임대주택 공급실적(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기
존주택 활용 공공 임대주택 제외, 국토교통통계누리), 지역별 민간 임대주택 공급
실적(국토교통통계누리) 활용
- 시군구별 민간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자료 구득이 어렵고, 시군구별 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확보가 가능하나 여기에는 민간임대주택 대다수 자료가 누락되어 있음
- 따라서, 연도별 시군구별 구득이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실적을 민간임대주택 공
급실적의 대리변수로 활용
※ 여기에서 건설실적은 신규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실적은 신규로 건
설한 임대주택을 말함. 실제로는 건설임대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를 포함해야 하며, 2018년 기
준 건설임대는 전체 민간임대주택의 31% 수준임(민간임대 공급실적, 국토교통통계누리)

- 그 외 설명변수는 지역경제활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별 급여소득자수(국세청)
변수와 소득 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지역별 소득(근로소득 급여총계, 국세청) 활용
※ 시군구별 근로소득총액은 2016년부터 제공하므로 2012년~2015년간 소득 및 급여소득자수는
2016~2018년 간 시군구별 연평균 변화량을 적용하여 생성(근로소득 급여총계, 국세청)

- 추가로, 부동산에 대한 대체 투자처를 고려하기 위해 주식배당수익률(연말기준, 한
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포함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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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신규주택 수급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시군구별 미분양주택수(국토교통통계
누리) 자료를 활용
- 또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제도 실시 이후를 나타내는 2018년도 연도더미를 추가함
으로써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이후에 대한 효과를 간접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2018
년도 주택가격의 구조적 변화도 통제

∙ 기술통계량
표 3-1 | 공간패널모형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
구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공공건설
임대
건설(호)

민간건설
임대
건설(호)

근로
소득자
(천명)

근로
소득계
(백억원)

미분양
주택수(호)

주식배당
수익률(%)

2012

-1.57
(5.50)

2.11
(4.20)

453.31
(952.87)

12.58
(86.22)

115.78
(74.53)

332.56
(246.71)

6,078.04
(10,064)

1.33

2013

0.50
(3.79)

6.52
(4.61)

454.06
(844.76)

21.21
(119.55)

118.21
(75.98)

354.74
(262.09)

5,913.74
(9,756)

1.14

2014

2.38
(2.66)

4.71
(3.23)

587.18
(977.32)

40.14
(170.76)

120.79
(77.66)

379.00
(279.68)

3,884.00
(6,617)

1.13

2015

4.84
(3.45)

6.74
(4.32)

610.40
(899.60)

152.84
(880.14)

123.53
(79.60)

405.55
(299.77)

2,860.34
(6,239)

1.33

2016

1.13
(2.70)

2.02
(2.48)

474.22
(832.30)

60.22
(189.83)

126.43
(81.84)

434.66
(322.80)

4,273.91
(8,432)

1.52

2017

1.52
(2.72)

1.03
(2.38)

576.93
(1,085.6)

76.93
(323.72)

128.17
(83.56)

461.56
(347.18)

3,936.12
(8,435)

1.36

2018

0.62
(6.26)

-2.47
(4.46)

698.31
(1,244.3)

88.19
(290.31)

132.24
(86.91)

492.87
(371.89)

3,782.01
(8,792)

1.93

7년
평균

1.35
(4.48)

2.95
(4.85)

543.21
(983.55)

65.43
(381.24)

123.23
(80.30)

407.51
(312.17)

4,389.74
(8,511)

1.39
(0.25)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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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와 시사점
□ 시군구별 민간임대주택 신규 공급이 지역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 공간패널모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주택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에서 모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주택 전세가격
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임대주택등록활성화 제도 이후를 나타내는 2018년 더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 신규건설이 전세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 공간패널모형에서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 추정의 효율성을 판별하기
위한 공간하우스만테스트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지지
- 공간하우스만테스트는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에 체계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를 검정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통계량(chisq)과 자유도(df)는 각각 30.32, df =
7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0.0000임

∙ 민간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인한 연간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계산해보면,
-0.38%=(-0.0058×65.43)로 나타남
- 민간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연간 전세가격 안정효과 계수값 –0.0058에 시군구별 7
년 평균 민간임대주택건설물량인 65.43호를 곱하여 계산
- 인근 지역 전세가격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게 되면 -0.29%(=-0.38×0.76)의 전
세가격 안정효과가 나타남. 공간패널모형에서 개별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귀계수값에 공간승수효과(1/(1-))를 곱해주어야 함

제3장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변화의 시장 영향 분석 ․ 47

표 3-2 |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주택 전세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공간패널모형)
구분
종속변수: 주택가격변동률

공간패널모형
고정효과

랜덤효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0.0016(0.24)

0.0005(0.70)

민간임대주택 건설

-0.0058(0.05)**

-0.0053(0.08)**

근로자수(천명)

-0.0002(0.49)

0.0002(0.00)***

근로소득(백억원)

0.0000(0.56)

-0.0000(0.07)*

주식배당수익률(%)

-0.1094(0.00)***

0.0001(0.93)

미분양주택(천호)

-0.0006(0.01)***

-0.0005(0.00)***

2018년 더미

0.0027(0.92)

-0.0080(0.00)***

8)

-0.3236(0.02)**

0.8104(0.00)***



0.7784(0.00)***

-0.4359(0.00)***

Hausman 결과

chisq = 30.32, df = 7, p-value = 0.0000

관측치

847(121개시군구*7년)

주1: *는 0.1, **는 0.05, ***는 0.01의 유의수준을 의미
주2: ( )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시군구별 민간임대주택 신규 공급이 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 공간패널모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에서 모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주택 매매가격
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확대
되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

8)  값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비록 자기지역의 설명변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더라도 타 지역의 증가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음(-)의 값을 가지게 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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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등록활성화 제도 이후를 나타내는 2018년 더미 변수도 주택 매매가
격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
∙ 공간패널모형에서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 추정의 효율성을 판별하기
위한 공간하우스만테스트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지지
- 통계량(chisq)과 자유도(df)는 각각 30.32, df = 7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0.0000임

표 3-3 |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주택 매매가격변동률에 미치는 영향(공간패널모형)
구분
종속변수: 주택가격변동률

공간패널모형
고정효과

랜덤효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0.0039(0.02)**

-0.0030(0.03)**

민간임대주택 건설

-0.0025(0.41)

-0.0049(0.12)

근로자수(천명)

-0.0009(0.00)***

-0.0001(0.03)**

근로소득(백억원)

0.0002(0.00)***

0.0000(0.00)***

주식배당수익률(%)

-0.0249(0.02)***

0.0113(0.01)***

미분양주택(천호)

-0.0014(0.00)***

-0.0011(0.00)***

2018년 더미

0.0000(0.92)

-0.0173(0.23)



0.5880(0.00)***

-0.1276(0.45)



0.1398(0.35)

0.7520(0.00)***

Hausman 결과

chisq = 30.32, df = 7, p-value = 0.0000

관측치

847(121개시군구*7년)

주1: *는 0.1, **는 0.05, ***는 0.01의 유의수준을 의미
주2: ( )는 유의확률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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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10대책 후 민간임대사업자 투자수익률 변화 분석
1)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이외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 광범위한 세제 혜택이 주어짐
표 3-4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구분
취득세

재산세

단기
임대

전용면적
40~60㎡

50%감면
장기임대20호
이상시

단기
임대

50%감면

25%감면

장기
임대

50만원 이하
면제,50만원초과:85%
감면

장기
임대

단기

임대
단기
임대
장기
임대

75%감면

단기

합산배제 (비과세)
30% 감면
필요경비 60%공제
75% 감면

임대
2천만원

50%감면

합산배제 (비과세), 5년이상 임대

단기

건강
이하
보험료 분리과세

해당법령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 2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5년이상임대(2주택이상),다가구
모든 호수40㎡이하, 장기등록시
가액기준을 추가(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예정)-2019.12.16 대책

지특법
제31조의3 ①항

소득세법 시행령
5년이상 임대주택과 2년보유 1주택시 거주주택 비과세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제167조의3 ①항
시행령 제155조 20항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
3개월 이내 임대등록 시
(2019.12.16대책) 12.17일 등록분 부터 적용.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
조특법 제97조의3
(수도권외 3억)이하, 85㎡ (수도권외
3~4
9~10 10년이 100㎡)이하. 양도세100% 면제.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년
년
상 (2018.9.13이전에 취득 또는 계약금 소득세법 제95조,
조특법 제97조의3
지급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30~40
6% 8% 10% 14% 18% 22% 26%
% ∙장기임대(8년)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매도 시
8~10
10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조특법
장기보유특별공제70%
년
이상
제97조의4
6% 8% 10%
14%
18% 50%
70%

종합 임대
부동산
장기
세
임대
임대 임대
소득세 장기

내용 및 조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가액기준을 추가(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예정)-2019.12.16 대책

60~85㎡

200만원이하:면제
200만원초과:85%감면

양도 임대
소득세 장기
양도
소득세
장기보
유특별
공제

40㎡이하

단기
임대
장기
임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이하
(수도권외 3억이하)/8년이상 임대 시.
(2018.9.13.이후 취득 합산 과세,
9.13이전에 취득 또는 계약금
지급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임대개시일
2022년 12월
당시
31일까지 감면.
기준시가
임대의무기간 4년,8년
6억원 이하.

40% 감면

직장인

단기(4년)

장기(8년)

80% 감면

10만원

6만원

2만원

자료: 이준구(2020)을 바탕으로 장석호 중개사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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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3조

조특법
제96조 ①항
시행령 제96조
등록시 임대수입
1,000만원 이하는
피부양자 자격유지

□ 7.10대책에서의 다주택자 세제 강화 주요 내용(관계부처합동, 2020b)
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관계부처합동, 2020b)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
세율 적용대상은 0.4%)

표 3-5 | 종부세 세율 인상(안)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주: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b)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관계부처합동, 2020a)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
지 않음

② 양도소득세 강화(관계부처합동, 2020b)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
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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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현행
구분

보유
기간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미만

50%

4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50%

40%

60%

(기타지역)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60%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b)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③ 취득세율 인상(관계부처합동, 2020b)
∙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표 3-7 | 취득세율 인상(안)
현 재

개 정

1주택
개인

2주택
3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4주택 이상
법 인

4%
주택 가액에 따라 1~3%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8%

4주택 이상

12%

법 인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b)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
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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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산세제 보완(관계부처합동, 2020b)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
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
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2) 7.10 대책으로 인한 투자수익률 변화 분석
□ 수익률 변화 시뮬레이션 개요
∙ 7.10대책 이전과 7.10대책 이후 시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과 세부담(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을 감안하여 호당
연평균 수익률 계산
-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자산 외 자산과 임대소득 외 소득의 영향을 받아 이를 분석하
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고,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기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수익률 변화를 가정하여 제외
- 이 연구에서는 세부담 추정이 용이하고 주택 보유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종
합부동산세, 양도세 중심으로 분석

∙ 전세가격대별(1억 이하, 2억 이하, 3억 이하, 4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 주택 보유 호수별(2~4호), 주택 보유 기간별(1~10년)
로 분류하여 총 240건의 연평균 수익률 계산
전세가격대별 구간

주택 보유 호수별
×

8건

보유 기간별
×

3건

전체
=

10건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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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변화 시뮬레이션 가정
∙ 한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은 동일한 주택으로 가정
∙ 전세가격 구간의 대표 전세가격은 각 구간의 중위가격으로 설정
∙ 전세가격대별 주택의 구입가격은 매매가대비 전세가비율 66%(한국감정원,
2020.1~6 평균) 적용하여 계산
∙ 구매자는 거주 이외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며, 이때 전세가비율을 제외한
34%는 자기자본 투입
∙ 주택 보유 비용은 양도세(양도시점 1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매년)가 발생
∙ 주택을 양도할 때, 본인거주주택은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가정
∙ 미래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1, 2, 3% 가정, 자본이익과 세금 총합의 현재가치
할인율은 2% 적용
자료: 저자 작성

□ 주택보유기간별 총수익률 변화
∙ 수익률에 전세가격대별, 주택보유호수별로 가중평균
- 이 연구에서는 다주택자의 수익률 추정이 목적이므로 2주택 이상자에 대해 분석
표 3-8 | 주택보유호수별 전세가격대별 분포
전세가격

2호

3호

4호 이상

1억 이하

16.67%

2.63%

2.23%

2억 이하

24.38%

3.85%

3.26%

3억 이하

17.18%

2.72%

2.30%

4억 이하

8.72%

1.38%

1.17%

5억 이하

4.64%

0.73%

0.62%

10억 이하

5.17%

0.82%

0.69%

15억 이하

0.47%

0.07%

0.06%

15억초과

0.10%

0.02%

0.01%

합계

77.34%

12.23%

10.34%

자료: 통계청, 2018년 주택소유통계(2019.11.19.), 전월세실거래가자료(2020년 1~6월,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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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 시 시나리오별 투자수익률 변화
∙ 대책 전후별 다주택자의 주택1호당 연간 수익률 변화 분석
- 예상주택가격 변화율은 각각 연간 1%, 2%, 3%로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 1(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1%)
- 주택보유호수와 전세가격 분포를 감안한 다주택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7.10 대책 이
전 0.36~1.18%에서 7.10대책 이후 –0.37~0.35% 수준으로 하락하여 대책 전후
0.73%P~1.09%P 하락
- 다주택자가 신규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의 한계수익률은 1년 보유를 제외하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음(-)을 나타내며, 특히 단기 보유 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남
표 3-9 | 투자수익률 변화(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1% 가정)
보유기간
1년 보유
2년 보유
3년 보유
4년 보유
5년 보유
6년 보유
7년 보유
8년 보유
9년 보유
10년 보유

투자수익률(%)
7.10대책 전
1.18%
0.96%
0.86%
0.73%
0.65%
0.59%
0.54%
0.50%
0.46%
0.36%

7.10대책 후
0.35%
-0.13%
0.14%
-0.03%
-0.13%
-0.20%
-0.26%
-0.30%
-0.34%
-0.37%

투자수익률 증감(%P)
-0.83%P
-1.09%P
-0.71%P
-0.76%P
-0.78%P
-0.79%P
-0.80%P
-0.80%P
-0.79%P
-0.73%P

∙ 시나리오 2(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2%)
- 주택보유호수와 전세가격 분포를 감안한 다주택자의 한계수익률은 7.10대책 이전
2.38~3.71%에서 7.10대책 이후 1.35~2.10% 수준으로 급락하여 대책 전후
1.02%P~2.21%P 하락
- 다주택자의 수익률은 보유년도에 상관없이 대체로 2% 이하의 낮은 수익률이 나타
나며 단기 보유 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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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 투자수익률 변화(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2% 가정)
보유기간
1년 보유

투자수익률(%)
12.16대책 후
7.10대책 후
3.71%
1.74%

투자수익률 증감(%P)
-1.96%P

2년 보유

3.29%

1.08%

-2.21%P

3년 보유

3.15%

2.10%

-1.05%P

4년 보유

2.97%

1.87%

-1.10%P

5년 보유

2.84%

1.72%

-1.12%P

6년 보유

2.74%

1.62%

-1.12%P

7년 보유

2.66%

1.53%

-1.12%P

8년 보유

2.59%

1.47%

-1.12%P

9년 보유

2.53%

1.41%

-1.12%P

10년 보유

2.38%

1.35%

-1.02%P

자료: 저자 작성

∙ 시나리오 3(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3%)
- 주택보유호수와 전세가격 분포를 감안한 다주택자의 한계수익률은 7.10대책 이전
4.47~6.11% 에서 7.10대책을 적용하면 2.23~4.01% 수준으로 하락하여 대책
전후 1.37%P~3.32%P 하락

표 3-11 | 투자수익률 변화(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3% 가정)
보유기간

투자수익률 증감(%P)

1년 보유

6.11%

2.78%

-3.32%P

2년 보유

5.55%

2.23%

-3.31%P

3년 보유

5.40%

4.01%

-1.39%P

4년 보유

5.17%

3.72%

-1.44%P

5년 보유

5.02%

3.56%

-1.46%P

6년 보유

4.89%

3.41%

-1.47%P

7년 보유

4.78%

3.31%

-1.47%P

8년 보유

4.70%

3.23%

-1.47%P

9년 보유

4.63%

3.16%

-1.47%P

10년 보유

4.47%

3.10%

-1.37%P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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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 변화(%)
12.16대책 후
7.10대책 후

□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변화에 따른 투자수익률 변화(개별 효과)
∙ 7.10대책 중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별효과 분석
-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변경의 개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7.10대책 전과 양도세
와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변경하였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 분석
- 대책 전후별 다주택자의 주택1호당 연간 수익률 변화 분석
- 예상주택가격 변화율은 각각 연간 1%, 2%, 3%로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 1(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1%)
- 다주택자의 한계수익률은 양도세만 변경하였을 때, 한계수익률이 0.19~0.59%P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만 변경하였을 때 , 0.48~0.60%P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

표 3-12 | 개별 세제 변경에 따른 투자수익률 변화(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1% 가정)
7.10대책 후
보유기간

7.10대책 전
투자수익률

양도세만 변경

종부세만 변경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증감(%P)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증감(%P)

1년 보유

1.18%

0.84%

-0.35%P

0.70%

-0.48%P

2년 보유

0.96%

0.37%

-0.59%P

0.46%

-0.50%P

3년 보유

0.86%

0.67%

-0.19%P

0.33%

-0.53%P

4년 보유

0.73%

0.52%

-0.21%P

0.18%

-0.55%P

5년 보유

0.65%

0.44%

-0.22%P

0.09%

-0.57%P

6년 보유

0.59%

0.37%

-0.21%P

0.01%

-0.58%P

7년 보유

0.54%

0.33%

-0.21%P

-0.05%

-0.59%P

8년 보유

0.50%

0.29%

-0.20%P

-0.10%

-0.59%P

9년 보유

0.46%

0.26%

-0.20%P

-0.14%

-0.60%P

10년 보유

0.36%

0.17%

-0.19%P

-0.18%

-0.54%P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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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2(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2%)
- 다주택자의 한계수익률은 양도세만 변경하였을 때, 한계수익률이 0.43~1.70%P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만 변경하였을 때 , 0.48~0.67%P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
표 3-13 | 개별 세제 변경에 따른 투자수익률 변화(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2% 가정)

보유기간

7.10대책 전
투자수익률

1년 보유
2년 보유
3년 보유
4년 보유
5년 보유
6년 보유
7년 보유
8년 보유
9년 보유
10년 보유

3.71%
3.29%
3.15%
2.97%
2.84%
2.74%
2.66%
2.59%
2.53%
2.38%

7.10대책 후
양도세만 변경
종부세만 변경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증감(%P)
증감(%P)
2.23%
-1.48%P
3.23%
-0.48%P
1.59%
-1.70%P
2.78%
-0.51%P
2.65%
-0.51%P
2.61%
-0.54%P
2.45%
-0.52%P
2.39%
-0.58%P
2.32%
-0.52%P
2.24%
-0.60%P
2.24%
-0.50%P
2.12%
-0.62%P
2.17%
-0.49%P
2.02%
-0.64%P
2.12%
-0.47%P
1.94%
-0.66%P
2.08%
-0.45%P
1.85%
-0.67%P
1.95%
-0.43%P
1.78%
-0.60%P

자료: 저자 작성

∙ 시나리오 3(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3%)
- 다주택자의 한계수익률은 양도세만 변경하였을 때, 한계수익률이 0.69~2.84%P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만 변경하였을 때 , 0.48~0.72%P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
표 3-14 | 개별 세제 변경에 따른 투자수익률 변화(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3% 가정)

보유기간

7.10대책 전
투자수익률

1년 보유
2년 보유
3년 보유
4년 보유
5년 보유
6년 보유
7년 보유
8년 보유
9년 보유
10년 보유

6.11%
5.55%
5.40%
5.17%
5.02%
4.89%
4.78%
4.70%
4.63%
4.47%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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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후
양도세만 변경
종부세만 변경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증감(%P)
증감(%P)
3.27%
-2.84%P
5.63%
-0.48%P
2.75%
-2.80%P
5.03%
-0.52%P
4.57%
-0.84%P
4.84%
-0.56%P
4.32%
-0.84%P
4.57%
-0.60%P
4.20%
-0.83%P
4.39%
-0.64%P
4.08%
-0.80%P
4.22%
-0.67%P
4.00%
-0.78%P
4.09%
-0.70%P
3.95%
-0.75%P
3.98%
-0.72%P
3.91%
-0.72%P
3.88%
-0.75%P
3.78%
-0.69%P
3.79%
-0.68%P

□ 시뮬레이션 주요결과
∙ 다주택자의 7.10대책 전후 수익률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며, 특히 보유기
간이 짧을수록 수익률이 크게 감소(2년 이하 양도차익 환수)하고, 주택가격
이 높을수록 수익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다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 7.10대책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음으
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특히, 취득세 강화로 인하여 다주택자가 신규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단기 보유에 따
른 수익률 감소폭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판단

∙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투자수익률 감소에 양도
세 변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변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
- 또한, 보유기간이 길수록 종합부동산세 변경이 투자수익률 감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 변경이 투자수익률 감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표 3-15 | 개별 세제 변경에 따른 투자수익률 변화 종합
보유기간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1%
전체
양도세
종부세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2%
전체
양도세
종부세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 3%
전체
양도세
종부세

1년 보유

100%

42.2%

57.8%

100%

75.5%

24.5%

100%

85.5%

14.5%

2년 보유

100%

54.1%

45.9%

100%

76.9%

23.1%

100%

84.6%

15.7%

3년 보유

100%

26.8%

74.6%

100%

48.6%

51.4%

100%

60.4%

40.3%

4년 보유

100%

27.6%

72.4%

100%

47.3%

52.7%

100%

58.3%

41.7%

5년 보유

100%

28.2%

73.1%

100%

46.4%

53.6%

100%

56.8%

43.8%

6년 보유

100%

26.6%

73.4%

100%

44.6%

55.4%

100%

54.4%

45.6%

7년 보유

100%

26.3%

73.8%

100%

43.8%

57.1%

100%

53.1%

47.6%

8년 보유

100%

25.0%

73.8%

100%

42.0%

58.9%

100%

51.0%

49.0%

9년 보유

100%

25.3%

75.9%

100%

40.2%

59.8%

100%

49.0%

51.0%

10년 보유

100%

26.0%

74.0%

100%

42.2%

58.8%

100%

50.4%

49.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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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와 시사점
□ 실증분석결과, 등록임대주택 증가는 전세가격을 안정시켰으나, 주택매매가격에는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임대주택 건설은 전세가격을 연간 0.29~0.38%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매매가격 상승 효과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제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은 건설 뿐 아니라 매
입을 통한 공급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공급하여 등록임대주택이 증가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
-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시군구별 월별 등록임대주택 증가분을 분석대상
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시군구별 민간 등록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확보한다면
민간임대주택 건설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공급 전반에 대한 시장효과 분석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 7.10대책 이후 다주택 보유 임대주택등록자 등의 수익률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7.10대책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에 따른 수
익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1(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1%)의 경우, 주택보유호수와 전세가격 분포를
감안한 다주택을 보유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한계수익률은 7.10대책 이후
0.73%P~1.09%P 하락
- 시나리오 2(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2%)의 경우, 주택보유호수와 전세가격 분포를
감안한 다주택을 보유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한계수익률은 7.10대책 이후
1.02%P~2.21%P 하락
- 시나리오 3(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3%)의 경우, 주택보유호수와 전세가격 분포를
감안한 다주택을 보유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한계수익률은 7.10대책 이후
1.37%P~3.3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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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수익률이 크게 감소(2년 이하 양도차익 환수)하고, 보
유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수익률 감소폭이 큼

∙ 투자수익률 감소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변경이 미치는 개별 효과를 분석하면,
-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으면 종합부동산세 변경의 영향이 크고,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
- 또한, 보유기간이 길수록 종합부동산세 변경이 투자수익률 감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 변경이 투자수익률 감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7.10대책 등 수요관리 정책으로 인한 중장기적 차원의 민간임대주택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 2017~2019년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 2%를 가정할 경우, 주택보유호
수와 전세가격 분포를 감안한 다주택자의 한계수익률은 7.10대책 이후
1.02%P~2.21%P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 국토연구원의 임대차구조모형9)을 활용하여 투자수익률 감소에 따른 임대주택
감소분을 추정해 보면, 대략 투자수익률 1%당 1.2만호 내외의 임대주택 공급
이 예상되므로 1.2~2.6만호 내외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 예상
∙ 중장기적 차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는 감소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분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한
시기에 대체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

9) 국토연구원의 임대차구조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천규 외(2015),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Ⅲ)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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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합리적인 조정
□ 분석결과, 매물 잠김 가능성 있으나 가격 급등에 기여했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
∙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156.9만호인데(국토교통
부, 2020b), 이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공급물량 29.2
만호의 5배에 이르고 있고 전체 등록물량의 1/3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
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4년 또는 8년간 주택을 매도할 수 없어 주택시장에서 매
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7.10대책에서 정부가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하는 등
매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으로 종부세, 양도세 등이
강화된 상황에서 추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고 전월세가 상승하고 있어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활성화 대책 이전에도 98만호의 등록 임대가 있었다는 점에서 활성화
대책 이후 증가물량이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분
포도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
에서 민간임대등록 제도로 인하여 매물이 잠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음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외에 저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대체투자처 부재,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상승의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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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음
∙ 이 연구에서 공간패널모형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민
간임대등록주택 제도 자체가 가격상승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박진백(2020)이 민간임대주택 등록증가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매물잠김 현
상에 대해 평가를 해 본 결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
던 것으로 분석된 결과와 동일함

∙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취득, 보유(종부세, 임대소득세), 처분(양도세) 등 임대
주택 전 과정에 걸쳐 세제혜택을 주었는데, 특히 매입후 전세를 놓고 4년만 임
대사업을 등록하면 여러 세제혜택을 받게 되고,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큰 이
득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투자수익률이 증가하지만, 강화된 세제 하에서 세부담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노려 임대등록이 늘지만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투자가치가 없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대 추론도 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 혜택을 노린 민간임대주택 등록 확대 때문에 정부의
수요억제를 통한 가격안정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합리적 세
제 혜택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원간 형평성,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임대인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
∙ 이준구(2020)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
비해 10년간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
세원간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주장
- 일각에서는 세원간 형평성 문제가 크고, 세제 혜택에 비해 경제 기여도가 낮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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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10억원 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제조업을 할 경우의 세금 비교
구분

제조업(A)

주택임대사업(B)

비고

취득부동산

대지 공장

주택 40㎡이하
매매가 34,000만원

취득가능
금액

600,000만원

34,000만원×18채=
614,000만원.

80%대출을 받고 취득 시.
대출금은 A.B 모두 48억원

재산세

1,680만원/년

면제

공장 공시가격 70%기준,
아파트는 공시가격기준

종부세

6,300만원/년

비과세

10년 후 공장 120억,
아파트 6억×18채 = 108억

양도소득세

248,355만원

100%감면

10년 후 양도조건 매매가격, 공장
120억, 아파트 각각 6억

소득세

2,644만원/년

661만원/년

제조업 년 수입 12,960만원,
주택입대사업자 년 수입
12,960만원.
대출 금리는 동일하게 3.5%일 때
16,800만원 임.
이자는 동일하므로 계산제외.
필요경비 계산제외.

재산세
총 납부세액

1,680만원×10년=16,8
00만원

102,500원×18채=
184만원×10년=1,840
만원

10년 동안 매년 상승분은
계산하지 않음.

종부세
총 납부세액

6,300만원×10년=63,0
00만원

0원

10년 동안 매년 상승분은
계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248,355만원

1,544만원×18채=27,7
92만원

소득세
총 납부세액

2,644만원×10년=26,4
40만원

6,610만원

총 납부세액

354,595만원
(삼십오억사천오백구십
오만원)

36,242만원
(삼억육천이백사십이만원)

10년 동안 매년 상승분적용하면
납부하는 세금의 차이는 더 커짐.

주1: 세법상 면제나 감면은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며, 비과세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2: 건강보험료 일반사업자 153,025원/월 , 주택임대사업자 80% 감면받아 30,605원/월
자료: 이준구(2020), p.18.

∙ 이준구(2020)의 주장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 대비 제조업 영위시 세부담을
과도하게 산정하였다는 비판도 있으나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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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자문결과, 산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현실화율이 주택보다 더 낮고, 이로 인해 재산세 세부담이 낮아 2018년 기준 실제
수준은 이준구(2020)에서 산정한 재산세 산정액 보다 낮을 수 있음
- 종부세의 경우에도, 공장용지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토지에 해당하며, 종합부동산
세가 비과세되며,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 전문가 자문결과,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2018년 기준 실제 부과 수준은 제시된 것
의 약 40% 수준이고 제조업 영위 시 자본적 지출 등을 통해 필요경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더 줄어들 여지가 있으며, 공장용지의 매각 이전에 법인 전
환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제조업 영위 시 소득세 비율도 지나치게 높아 2018년 기준 종합소득세 외부조정신
고자의 수입 대비 소득세 비율은 제시된 수치의 약 1/10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주택임대사업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경제발전에 기
여하는 바가 미미하며 가격 급등 등 부작용만 우려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
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모두 폐지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고용창출 없이 1인 기업 형태로 가능하며 최근에는 1인 법인을
설립하여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주택 가격의 폭등
과 전세가 상승을 반복적으로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음
- 최근 정부가 지난 6.17 대책에서 개인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종부세 과세가
되는 반면, 법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종부세 비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를 없애
는 조치를 취했고,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10~25%)을 현
행 10%(등기 10%, 미등기 4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도 마련

∙ 국세청에서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과
정을 거쳐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월세는 2채, 전세는 3채
이상일 경우에 한정되고 있고(국세청, 2019), 전월세 거래신고제는 내년 6월
에 시행될 예정이라 과세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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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10대책에서 단기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장기임대사업자도 10년으로
늘리면서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도 폐지했으나 10년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추가적인 세제 혜택 조정에 대한 의견이 많음
- 특히,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비해 등록된 주택에 대한 혜택이 크다는 주장과 10년
이상 임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안정적인 임대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임대소득세 감면, 임대기간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 장기임대사업을 해 온 노령층을 배려한 건강보험료 감
면 등의 지원 혜택은 유지할 필요
- 취득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에 다주택자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혜택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과 같이 자가점유율이 현저히 낮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적은 지역에서의 민간
임대사업자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임대주택 운
영 및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로 최소한의 세제 혜택은 필요

∙ 기업형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을 통해 일정 이상 규모
의 민간임대주택 물량이 유지되지 되도록 혜택을 고려할 필요

2. 장기 임대주택등록 유도
□ 장기 임대등록주택 확대의 필요성
∙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취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지만 공적으로 잘 관리하여 임대차 시장
을 안정되게 하고 임차인도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폐지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
- 이 연구에서의 실증분석결과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전세 가격 안정에 기여하
나, 현실에서는 투자수익률 감소로 인해 민간임대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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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대체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이 민
간의 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간극을 완벽하게 메워주지 못한다면 민간임대주택 재고
량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

∙ 최근 임대차3법 통과로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때와는 제도적 여건이 달
라지고 있어 단기임대등록의 필요성은 사라졌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
신청구권은 4년간의 임대료 안정성만을 보장함에 따라 4년을 간격으로 급격
한 임대료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하며, 임대 수익률 감소로 임대주택
재고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조정 등은 필요하나 전월세 시장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민간의 장기 임대시장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줄면 민간매입
임대사업이 일정 부문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 축소로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임

∙ 현실적으로 공공임대로 모든 임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고
려할 필요
□ 장기 임대주택 등록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안)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낮은 임대수익
에 대한 보전의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보유 기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이 합리적임
∙ 양도소득세 혜택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률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
세,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현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유지시키는 것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수익
률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피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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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적정 임대수익률이 보장되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임대수익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혜택에 대해 장기로 갈수록 세제 인센
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택을 처분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을 조정하여 장기 임대할수록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현재 8년 이상 50%, 10년 70%에서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70%, 20년 이상 90% 수준으로 임대기간별로 공제비율 확대
- 재산세와 종부세, 임대소득세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늘어날수록 감면비율을 높여
장기임대를 유도할 필요

∙ 임대사업자 사망시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일 주택에 대해 지속적
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감면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동일 주택
에 대해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계속 임대주택으로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임대주택을 증여
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음

∙ 일정기간 이상 임대시 미국의 패시브인컴(passive income)과 같은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민간임대주택 품질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관리라는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임
대주택의 품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위한 장기 저리의 개보수 자금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임대인의 경우에는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보유 주택의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양호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가격 대비 품질 수준이 매우 열악한 주
택)의 경우, 프랑스, 아일랜드와 같이 정부와 임대인이 장기계약(40년)을 통해 공
적주택으로 관리한다면 주거급여자의 주거수준 저하 문제를 방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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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상태조사를 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여 일정 품질
이상 유지된 주택이 거래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면허,
상담, 교육도 진행하는 등 임대사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있음

3.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보호 강화
1)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임대사업자 관리 및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 렌트홈에서 자체 점검기능을 두어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세제 혜
택을 환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 정부부처간의 시스템 공유를 통해 국세청의 세원 정보 시스템과 행안부의 주
거정보 시스템, 국토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스템을 연결하여 의무 준수 모티
터링을 강화
∙ 렌트홈을 통해 등록사항은 관리하고 있으나, 임대료 증액 제한, 기간 준수는
꾸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으
므로, 향후 전월세 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두 지표를 핵심모니터링 지표로 설
정하여 렌트홈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기간 내 적정 임대료가 책정되
지 않으면 시스템을 통해 바로 걸러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부동산 거래신고법10)에 따르면 민특법상 민간임대사업자가 계약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
면, 임대계약 내용이 국토부에서 운영할 임대차신고시스템에 자동 전송되도록 제도
화할 필요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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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료가 임대차신고시스템에 전송되면, 행안부 전입신고자료와 연계하여 임차
인의 거주기간 등을 관리하고, 임대계약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 등이 식
별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대해 이 정보를 이용하여
전출 날짜를 산정하여 거주기간에 대한 이력을 확인함으로써 임대의무 기간 준수
등에 대한 사항도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할 강화
∙ 렌트홈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임대현황, 가격, 의무기간 준수 등의 상
황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으나, 이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차
원의 관리나 문제해결, 실무조치 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결국 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관리를 위한 비용 및 시스템 마련과 임대차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준,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 되어야 함
- 국토교통부 주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LH, 감정원 등 산하기관을 통해 관리하다 보
니 등록을 받는 자치단체의 경우 등록 후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11)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임대의무기간 위반, 양도, 임대조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법 제67조) 규정이 있
으나, 렌트홈(등록임대 시스템)에는 정작 중요한 임대조건(임대료, 임대기간, 임
대물건의 특징(규모, 유형 등) 등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음
- 가장 중요한 공적 의무(연 5% 임대료 상승률 제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판
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객관적
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음

∙ 임대소득세 중 지방분을 활용하여 지자체에 역할에 대한 명분과 관리의 의무
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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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는 임대주택등록비용을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 측면에
서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등록 수수료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 관할 지자체와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를 경우 어느 지자체가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
- 임대사업자 거주 지역과 임대주택 소재 지역이 다른 경우 자치단체에서 서로 업무
를 비룰 경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자 관리적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
-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정립이 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와 지자체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

2) 임차인 보호 강화와 임대인 부담의 합리적 조정
□ 임차인에 대한 등록임대주택 정보 제공 강화
∙ 렌트홈 등을 통한 임대사업자 및 주택의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세입자의 교섭
력을 제고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변화 및
여신정보의 변화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임대등록시 임대인의 DSR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여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임대등
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세입자가 입주 임대사업자의 재무상태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제적 관리도 필요

∙ “렌트홈”에서 의무기간, 의무기간 개시일 등은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렌트홈
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고 제공하는 정보(향후 임대차 신고된 임대료 신고 정
보)를 확대하여 임차인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
- 렌트홈을 통해 관련 전월세 매물 정보가 링크되거나 리스팅(listing)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련 정보제공 민간업체에게 인센
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등록임대주택임을 고지하고,
임차인의 혜택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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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전에 등록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이버, 직방, 다방 등
임차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주요 포털에 등록임대주택 여부, 의무임대기간
(남은기간)을 적시하도록 하고, 중개사도 이에 대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중개사가 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임대등록주택 여부와 금액, 의무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
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7.10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보증금반
환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줄어드는 세제에 비해
임대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임
차인 보호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
∙ 임대인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고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임대수익이 감소할 수 있
고, 이러한 의무 강화와 비용 증가가 민간임대등록주택 공급량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는 지속적이
기 어려운 만큼, 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
록 필요한 비용항목 인정 등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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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passive activity limits 제도와 같이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임대소득 손실, 즉 비용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의 소득공제 제도 중에 ‘passive activity limits’란 규정이 있는데, 이는 passive
activity(부동산 임대소득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passive activity 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는 있으나 non-passive activity(급여, 이자, 배당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는 상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임
∙ 미국의 경우 부동산 임대 손실에 대해 passive activity limits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25,000(과세기간 내내 부부가 따로 살면서 부부별도 신고시 $12,500)까지 non-passive
activity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음
∙ 이 예외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임대활동에 관여 (active
participation-임차인 승인, 임대기간 결정, 지출내역 승인 등의 활동)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00,000을 초
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phase-out)되어 결국 MAGI이
$150,000을 초과한 임대인은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됨
자료: 보스톤코리아(https://www.bostonkorea.com/bostoninfo.php?mode=view&bookid=10&num=100)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 손실을 만회하기 위
해 임차인에게 이를 전가하여 임차가구의 주거비가 증가하는 문제를 막기 위
해 일정한 소득 이하의 임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급하
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보증금과 대출금을 포함해서 감정가(공시가격이 될 수 있음)의 60%이하인 경
우 세입자 입장에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줄여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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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제도를 통해 공적민간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자
하였음, 그러나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고, 다주택자에게 절세 효과
를 제공하고 매물잠김 현상을 유발하여 매매가격만 상승시켰다는 비판이 있음
∙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2020년 7.10대책을 통해 단기임대사업자를 폐지,
장기임대사업자 요건 강화(8년→10년),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 하였음,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
택과 의무이행 부실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
∙ 이 연구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영향을 분석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변화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2017.12.13.)는 사적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불
안 완화를 목적으로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 매물잠김으로 인한 가격 상승 비판에 직면하자 2018년 9.13대책을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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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00%감면 폐지, 종부세 합산과세 등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규
제가 시작되었고, 12.16대책에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재산세 가약기준이
추가되었으며, 7.10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임대사업
자도 10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기존 혜택을 유지함에
따라 혜택이 과하다는 비판이 남아 있음

□ 민간임대주택 등록 현황과 주요 이슈
∙ 2019년 말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 명이며, 2019년에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2018년 14.8만 명 대비 50.1% 감소
∙ 2019년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만 호이며,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2018년 38.2만 호 대비 61.9% 감소
∙ 2018년에 신규 임대등록이 급증한 것은 2017년 12월 등록 활성화 제도 도입의 영향
이 크고, 2019년에 신규 임대등록 실적이 감소한 것은 2018년 9・13대책 등을 통
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영향을 미침
∙ 첫 번째 이슈는, 임대등록주택 증가로 인해 매도가능 주택이 감소, 즉 매물잠
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높다는 것임
∙ 두 번째 이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에 비해 전월세 안정 효
과가 미미하다는 것임
∙ 세 번째 이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임대료 증
액 제한․임대의무 기간 준수 등 법상 의무 이행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고, 세입자 권리 보호도 미흡하다는 것임

□ 민간임대등록 제도의 성과 점검
∙ 민간임대등록제도가 전세가격 안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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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패널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연간 0.29~
0.38% 가량 주택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
∙ 임대주택등록활성화 제도 이후를 나타내는 2018년 더미 변수도 주택 전세가
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
- 2018년도 더미변수는 2018년도 전세가격의 전반적 하락을 통제하는 효과도 있어,
주택 전세가격의 구조적 하락을 통제한 후에도 민간임대주택 신규건설이 전세가격
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

∙ 공간패널모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에서 모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주택
매매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2018년 더미 변
수도 주택 매매가격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

□ 7.10 대책 이후의 임대사업자 투자수익률 변화 분석
∙ 7.10대책 이전과 이후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보유 임대사업자의 투자수익
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의 수익률이 크게 감소(2년 이하
양도차익 환수)하였으며,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수익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매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 1(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1%)의 경우, 주택보유호수와 전세가격 분
포를 감안한 다주택을 보유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한계수익률은 7.10대책 이후
0.73%P~1.09%P 하락
∙ 시나리오 2(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2%)의 경우, 주택보유호수와 전세가격 분
포를 감안한 다주택을 보유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한계수익률은 7.10대책 이후
1.02%P~2.21%P 하락
∙ 시나리오 3(예상 주택가격 상승률 3%)의 경우, 주택보유호수와 전세가격 분
포를 감안한 다주택을 보유한 등록임대사업자의 한계수익률은 7.10대책 이후

제5장 결론 ․ 81

1.37%P~3.32%P 하락
∙ 투자수익률 감소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변경이 미치는 개별 효과를 분석한 결
과, 주택가격 상승률과 보유기간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
-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으면 종합부동산세 변경의 영향이 크고,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
- 또한, 보유기간이 길수록 종합부동산세 변경이 투자수익률 감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 변경이 투자수익률 감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7.10대책 등 수요관리 정책으로 인한 중장기적 차원의 민간임대주택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 2017~2019년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 2%를 가정할 경우, 주택보유호수와
전세가격

분포를

감안한

다주택자의

한계수익률은

7.10대책

이후

1.02%P~2.21%P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 국토연구원의 임대차구조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수익률 감소에 따른 임대주택 감소
분을 추정해 보면, 대략 투자수익률 1%당 1.2만호 내외의 임대주택 공급이 예상되
므로 1.2~2.6만호 내외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 예상
- 중장기적 차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
기 위해서는 감소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분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한 시기에 대
체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

□ 성과 점검 및 투자수익률 변화 분석 결과 종합
∙ 실증분석 결과, 등록임대주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건
설은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주택매매가격
상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장기 등록임대주택 유지는 중장
기 전월세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제도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매물잠김으로 인한 매매가격 상승 우려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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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7.10대책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에 따
른 수익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슈는 점차 사라
질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7.10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다른 소득 세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임대사
업자의 투자수익률을 높여 매매가격 상승에 기여할 우려가 있어 정책의 일관
성을 유지할 필요

□ 제도 개선방안
∙ 첫째, 가격 급등을 야기했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매물잠김 가능성과 절
세 혜택을 노린 민간임대주택 등록 확대 등으로 인해 정부의 수요억제를 통한
가격안정대책의 효과가 반감되었고 소득 세원간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경제
적 영향 등을 고려한 임대인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안정적인 임대사업 유지를 위해 임대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 장기임
대사업을 해 온 노령층을 배려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 혜택은 유지할 필요
- 취득세는 주택가격 상승기 다주택자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혜택을 폐지할 필요
- 서울과 같이 자가점유율이 현저히 낮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적은 지역에서의 민간
임대사업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임대
주택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형태로 최소한의 세제 혜택은 필요

∙ 둘째,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취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의 완
전 폐지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중요
- 임대인의 적정 임대수익률 보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임대수익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혜택에 대해 장기로 갈수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주택을 처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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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기 임대할수록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현재 8년 이상 50%, 10년 70%에서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70%, 20년 이상 90% 수준으로 임대기간별로 공제비율 확대
- 재산세와 종부세, 임대소득세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늘어날수록 감면비율을 높여
장기임대를 유도할 필요
- 임대사업자 사망시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동일 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감면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동일 주택에 대해 지
속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임대 시 미국의 passive activity limits와 같은 세액 공제 제도
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중장기적 임대주택의 품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위한 장기 저리의 개보수 자
금 융자 등 지원도 강화할 필요

∙ 셋째,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임대사업자 관리 및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며, 임차인에 대한 등록임대주택 정보 제공 강화 및 임
대인 추가 부담에 대한 합리적 조정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렌트홈에서 자체 점검기능을 두어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부처 간 시스템 공유를
통해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모티터링을 강화할 필요
- 렌트홈을 통해서 임대 현황, 가격, 의무기간 준수 등을 검증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관리나 문제해결, 실무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비용 및 시스템 마련과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준, 가이드라인이 필요
-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 또는 중개사 또는 주요 부동산 관련 포털에서 등
록임대주택임을 고지하고, 임차인의 혜택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임대등록주택 여부와 금액, 의무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7.10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보증금반환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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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임대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passive activity limits 제도와 같이 임대인 부담증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
고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

2. 연구의 한계
1) 연구의 기여
□ 정책적 기여
∙ 민간임대주택 증가의 전세 안정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변화를 고려
한 임대사업자의 투자수익률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민간임대등록주택 활성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계기 마련
∙ 민간임대등록제도의 변천과 주요 이슈, 등록 현황을 분석하고 실증분석 모형
을 통해 성과를 점검한 뒤, 세원 간 형평성, 경제효과 등을 고려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 민간임대등록주택의 성과를 고려한 민간임대
등록주택의 장기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시, 임대사업자의 체계
적 관리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은 민간임대등록제도를 개
선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였다고 판단

□ 학술적 기여
∙ 시간과 공간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공간패널모형을 활용하여 민간임대등록 활
성화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7.10대책으로 인한 임대사업자의 투자수익률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는 등 분석방법론의 개선에도 기여

2)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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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제한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함
∙ 이 연구에서 공간패널모형을 구축하여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임대등
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를 실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서는 월별, 시군구별 민간임대등록주택의 증가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였
으나 공개되지 않아 보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임
∙ 정책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LH, 한국감정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임대등록 관련 세부 데이터의 공
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은 추후 개선되기를 희망함
∙ 실증분석에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분석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 시군구별, 월별 자료의 획득 자료의 제
한성, 분석모형의 안정성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변수를 고려하지는 못했는
데,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에서 개선되기를 희망함
□ 연구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으나, 실제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
하지는 못하였음
∙ 연구과정에서 학계, 연구계, 민간 등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식견이 높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으나 실제 제도의 변화를 통해 투자수익률 변화를
경험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였음
∙ 연구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향후 연구
에서는 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실제 임대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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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Performance Check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Byeon Sehil, Choi Jindo, Oh Minjoon
Key words: private rental housing, rental housing registration,
performance check, housing market impact,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s study aims to check the performance of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activation system, analyze the impact of system change on the
housing market, and derive a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tenant's
housing stability and stability of rental housing marke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analyzes the impact of tax benefits in the private rental
registration system on the housing market, and proposes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private rental registration syste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pid increase in new
rental registrations in 2018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private rental
registration activation system introduced in December 2017. And the decline in
new rental registration performance in 2019 appears to have been affected by
the government's reduction and adjustment of some tax incentives provided to
registered rental homeowners in 2018. Second,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spatial panel model in this study, the increase in private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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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ed housing contributed to the stabilization of the jeonse price, but no
empirical evidence could be found that it affected the housing sale price. Third,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change in the return on investment of
jeonse-owned rental homeowners, the shorter the holding period and the higher
the housing price, the greater the decrease in the rate of return. As such a
decrease in the rate of return can cause a decrease in the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ing, there is a need to replace the reduction with public rental
housing.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improvem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adjust the tax benefits such as rental income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roperty tax, and transfer tax for registered rental homeowners
in consideration of equity issues between income tax sources, and economic
impacts. However, minimal tax benefits are required for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private rental housing. Second, in order to stabilize the rental
housing market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enants, it is necessary to
ensure an appropriate rental rate of return and to expand tax incentives to
induce long-term private rental rather than abolish the privat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Thir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obligations along with systematic management of registered
rental homeowners through system sharing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prepare legal standards and systems to reinforce the
management obligations of local governments. Fourt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strengthen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enants and providing tax
credits for the increased deposit return guarantee insurance premiums for
registered rental homeowners below a certai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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