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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경제연구소

9·13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과 영향
□ 정부는 최근 치솟는 서울 등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9.13일)
ㅇ 이는 ⓵투기수요 근절, ⓶맞춤형 대책, ⓷실수요자 보호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 인상, 다주택자규제 강화, 대출규제(전세자금
/임대사업자)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골자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상향, 최고 2.7%),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서울, 세종 등)내 2주택자 추가 과세(0.1~1.2%p 상향, 최고 3.2%)
- 보유세 부담 연간상한선은 직전년도의 150%를 넘지 않았지만,
3주택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상자에 대해서는 300%로 상향 조정
ㅇ (다주택자) 2주택이상자의 규제지역(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내 주택
구입,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기준도 강화

*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준을 기존주택 처분기간 단축(3년 → 2년내)

ㅇ (전세자금)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2주택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ㅇ (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도입,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현재는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1억, 비수도권 3억이하)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했으나,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가격에 합산하여 종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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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2주택 일반
세율 + 10%p, 3주택이상 일반세율 + 20%p)

ㅇ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를 통해 공급 확대(9.21일 상세발표)

ㅇ (세제 부과 개편)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 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 (의의) 이번 대책은 당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세제 강화와
금융규제라는 평가
ㅇ 정부는 7차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시장안정화를
못했다고 자체 평가했고 이번에는 참여정부 수준을 넘는 규제 강화 단행
① 참여정부 시절 3%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은 이명박정부 때 2%로
낮췄지만 다시 3.2%로 높여 투기수요 심리를 억제
②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 금지와 종부세율 인상

③ 다주택자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는 과세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 보호

※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과표 3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현행 94만원에서 개정
안으로 104만원으로 인상(+10만원)
※ 조정지역내 다주택자는 시가 19억원(과표 6억원)에 대한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개정안으로 415만원으로 인상(+228만원)

④ 서울·수도권공급 측면을 보완함으로써 실수요에 대응하고,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개편하여 유주택자의 투기심리 진정
□ (영향) 이번 대책은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울
등 투기지역의 가격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 높음
ㅇ 향후 발표될 공급확대 계획에 따라 공급부족 해소와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겠지만 ‘로또아파트화’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작성자 : 산업연구팀 차장 전준모 jjmeco@ibk.co.kr / ☎02-729-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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