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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문은 주택공급 탄력성의 역할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바탕으로 주택거품과 최근 시행 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문은 분양가 상한제가 소비재 시장에서의 가격 통제와 몇 가지 차이점

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자산에 대한 가격통제라는 점이다. 이는 정책변화로 인한 자산의

미래 가치가 변하는 경우 현 시점의 수요도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신규 아파트의 공급 탄력성을

중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벌이는 데에 따른 주택 공급자의 위험(risk)을 높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거품의 위협에 노출 된 자산

중 일부(신규 아파트)에만 국한 된 가격통제이다. 이러한 정리에 기반 하여, 본문은 분양가 상한제가 기대

자본소득의 상승을 통해 오히려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정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기대 자본소득의 상승이 관측됨을 보여주었다.

핵심어 : 주택가격, 주택거품, 분양가 상한제, 가격통제, 정책분석

Ⅰ. 서 론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를 대상

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

라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분양가 상한

제의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관점이 제각각이

라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종의 가격통제

전략이므로, 일반적인 소비재 시장의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불필요한 가격상승과 생산량 감소 등

의 시장교란으로 귀결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의 공급에

대한 가격통제정책의 효과에 다양한 견해가 혼재

하고 있는 배경에는 주택 시장이 일반적인 소비재

시장과 달리 자산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격이 거품으로 인한 가격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품은 시장의 실패로 인

해 정상적인 시장 균형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의미

하므로, 가격통제 정책의 결과도 일반적인 경우

와 다를 수 있다. 최근 시행 된 분양가 상한제 역

시 이러한 기대에 상당부분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거품과 아파트 신규공급에 대한

가격통제정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전반적

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만약분양가 상한제가 일반 소비재 시장에서

의 가격통제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

를 수 있는가?주택거품이존재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는 그로인한 폐해를 정말 경감 시키는가,

아니면 오히려 심화시키는가? 만약 주택거품이

존재하지않는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정책의 실효성을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본문은 주택거품에 대한 이론적 정리 하에

서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 지를 조

명하였다. 본문은 하나의 실증적 분석이나 모형

을 제시하기보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전반적으

로 고찰하여 함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

었다. 본문은먼저 주택거품의개념과 특성에 대

하여 정리한뒤,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와 기대효

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문의 고찰내용은 다음과같다. 첫째, 주택

거품은 미래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

는 정보(가격 상승)와 그 기대의 상승에 기반 한

수요 증가의 결과(가격 상승)가 반복적으로 상호

작용함으로써진행되는 과열적 현상임을 서술하

였다. 그러므로, 주택거품으로 인한피해를줄이

거나 사전에방지하는 정책들은 이러한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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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날가능성을줄이거나(정책적 교란의 최

소화, 공급 탄력성 제고, 투기지역 지정), 일어나

더라도 피해가 경제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DTI 등의 신용제약도입)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적인 소비재 시

장에서의 가격 통제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1. 소비재가 아닌자산에

대한 가격통제라는 점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현재 시점의 자산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신규 아파트의 공급 탄력

성을 낮출 수 있다. 근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불시에 시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급자가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벌이는 데에 따른 위험(risk)를 높이기 때문이

다. 3. 거래되는 재화의 일부에 대한 가격통제이

다. 이는 만약자산거품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시

장균형보다 상승하더라도,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같은 분석을 할 수 있

다. 첫째, 주택거품이 있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는 오히려 거품을심화시킬 수 있다. 주택거품은

근본적으로 미래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의 과열적

팽창이다. 주택 공급탄력성이 낮아지는 경우, 자

산가치는 동일한 수요 충격에 대해서도 더 크게

반응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

은 일반적으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시행 후 미래 자산

가치가 기존보다 증가했음을 깨닫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거품의원인인 기대 과열과 주택

가격 상승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의 최초 거

래 시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 과열이

주택시장에 나타나더라도 통제할 수없다. 둘째,

주택거품이존재하지않는 가운데에 시행 된 분양

가 상한제는 불필요한 가격 상승뿐아니라, 오히

려 주택시장이 추후의 자산거품에더취약해지도

록 만들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수요충격에도 공급

탄력성이더낮은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클것이

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본문은 고찰된 분양가 상한제

의 효과(1. 가격추세의 상승, 2. 기대 자본소득의

상승)가 실제로 정책 전후의 서울 아파트 시장에

서 관찰되는 지를 분석하였다. 실질매매가격 추

이, 전세-매매가율의 변화, 기대 주택가격에 대

한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본문은 이러한 변화

가 실제로 관찰됨을 보여주었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주택거품의 이론적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

였다. 먼저,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와 그 전후의

세계적 주택시장 거품 사태이후 주목받은 이론적

설명들의 공통점과 주택거품의진행 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 III장은 가격통제 정책의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문은 주택공급 탄력성과 시

장변화에 관한 최근의 주요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였다. IV장에서는 최근 민간택지 분

양가 상한제 정책 시점의 전후의 시장 상황을 간

략히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내용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정리한다.

II. 주택거품에 관한 정리

1. 이론적 정리

가격거품은단순히 급격한 시장 가격의 상승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적으로, 가격거품

은 정상적 시장 균형상태에서의 이탈을 의미한

다. 이때 정상적 시장 균형이란 그 균형의 결과

(가격이나 수량)가 사회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바

람직한가 아닌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환경을 기반으로 형성 된 수요와 공급이

비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거품이란 비합리적 수요, 공급의 조정에 의

한 일시적이고 급격한 가격 변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택거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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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이러한 사전적 정의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그러한 비합리적팽창이 일어나

는 원인, 과정, 양상에 대한 정리 없이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낳을지에 대해 고찰하기가 어렵다. 자

산거품에 대한 연구는 오랜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의세계적 주택가격 변동과 연이은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주택거품에 대한 이론적모

형들이 더욱 활발히 제시되었다(예를 들어,

Piazzesi & Schneider, 20081), Duca,

Muellbauer&Murphy, 20102), Demyanyk

&Van Hemert, 20113), Dieci&Westerhof,

20124), Granziera & Kozicki, 20125) 등).

주택거품의 원리에 대한 하나의 완벽한 모형은

없지만, 본문은 주택거품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

형들에서 공통적으로언급되는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가격거품은 기본적으로환금성이 있는 재화,

즉자산 시장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재화(환금

성이없는 재화)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비합리적

으로 변동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거의없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딸기나 양배추의 가격이 작년에 비

해 2~3배 이상 상승하더라도 우리는딸기, 양배

추의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해석하지않는다. 왜

냐하면딸기의평균적 구매자들이 소비욕구 이상

으로 과다하게 구매한다고볼이유가없기 때문이

다. 반면 환금성이 있는 재화의 경우, 구매자는

미래의 자본소득(구매가격과 미래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해 기대할 수 있으며, 높은 자본소득을

기대하는 경우 재화의 현재 가치에 비해 높은 가

격을 지불할 용의를 보일 수 있다. 만약 재화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팽창한다면, 수요의팽창을 거쳐재화의 현재 가

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요약하면, 거품은

환금성이 있는 재화 시장(주식, 주택 등 자산뿐

아니라 게임의 아이템시장과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에서 재화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비

합리적으로 팽창하는 현상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 정

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가격거품(비합리적 구

매용의)이 나타나지않는다. 전통적인 주류경제

학의모형에서 자산 거품이 배제되는 이유도, 그

러한모형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평균적으로 미

래에 실제로 나타날 자본소득에 대해 불편향적

기대(평균적으로는 오류가없는)를갖는다고 가

정하기 때문이다. 즉, 자산 거품에 대한 설명은

(거품에 기여하는 다른 여러환경적 요소, 즉금

리나 대출여건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으로 이러한 합리적 기대의 상태에서 이탈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는 실제의 수많은 재화의 경우 미래 가치

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의

가치는 그 가치의 결정구조가 다른 자산에 비해

더욱복잡한 특성이 있다. 주택 가치는건물자체

의 특성보다도 그 입지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데,입지 가치의 결정 구조는항상 다른입지 가치

와 상호작용하며, 그에 영향에 미치는 요소도 다

양하기 때문에6) 시장 참여자들은개별주택의 미

래 가치에 대한독립적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독립적·객관적 분석이 불가능한 경

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탈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거품 등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같은큰왜곡현상은 임의적으로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

1) Piazzesi, M., & Schneider, M, “Momentum traders in the housing market: survey evidence and a search

mode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9, No. w14669.

2) Duca, J. V., Muellbauer, J., & Murphy, A, “Housing markets and the financial crisis of 2007-2009: less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2010, Vol 6(4), pp.203~217.

3) Demyanyk, Y., & Van Hemert, O, “Understanding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011, Vol 24(6), pp.1848~1880.

4) Dieci, R., & Westerhof, F, “A simple model of a speculative housing market”,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2012, Vol 22(2), pp.303~329.

5) Granziera, E., & Kozicki, S, “House Price Dynamics: Fundamentals and Expectations”, Bank of Canada,

2012.

6) 경제성장률, 이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소나 인구구조변화 뿐 아니라 자산이 위치한 입지의 지역적 변화까지 포함된다.



홍정의

39

에 영향을 주는 요소(또는 정보)와 그 기대에 기

반한 행위의 결과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진행 된

다. 주택거품의진행 과정에 대한 이론적모형들

은 일정부분유사하면서도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다른데, 대표적인 설명들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는, 정보캐스캐이드(Information cas-

cade) 하에서의 모방 행동이다(Bikhchandani,

Hirshleifer & Welch, 19927), Bikhchan-

dani, Hirshleifer&Welch 19988)). 주택시장

과같이개인이쏟아지는 정보를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운상황을 정보캐스케이드하에서의투자 행

위를 통해설명할 수 있다. 정보캐스케이드란 관

련 정보가 무수하게 주어지는 가운데 개개인이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쉽게 내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전에 사람들이내린결정을 참고해서 자신

의 의사를 결정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산의투

자 시, 만약개개인이독립적으로 그 가치를판단

하기 어렵다면(자산 가치에 대한독립적으로얻

을 수 있는 정보나 판단은 무시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투자 행위를모방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자의 행위는또다른투자자의 행위를 일으키

면서 합리적인 시장 가치 이상으로 자산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9)

둘째는, 관찰된 가격 상승에 대한투사적 기

대(extrapolative expectation)이다(예를 들

어, Shiller, 199010), Brock & Hommes,

1998a11), Shiller, 201512), Piazzesi &

Schneider, 200813), 등). 개별투자자가독립

적으로 자산 가치를 분석하기 어려운경우, 시장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정보인 가격 변화

에 크게 의존할 수 있다. 가격의 변화는 그들이

직접 관찰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모든 시장

요소의 변화로 인한 상황의 변화를 결과적으로

요약해서 전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 참여

자들이 (미래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기대 상승으

로 인한 가격 변화와 현재의 자산 가치 변화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기대의 변화와

그 기대의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가격 상승 간의

피드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 자본소득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경

우, 현 시점의 수요가 상승함으로써시장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만약투자자들이 이를 추가

적인 시장 변화로 인지하는 경우 미래의 자산 가

치에 대한 기대가더욱상승할 것이며, 결과적으

로 자산 가격과 기대의 상승이 반복 될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주택거품이란단순한

가격상승이 아니라 비합리적 기대의 팽창에 따른

(균형에서의)이탈 현상이다. 따라서 주택거품의진

행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으로팽창된 기대가 (합

리적 시장원리에 의해 교정되지못하고) 또다른

기대의팽창을 반복적으로 이끌어내는 현상이 발생

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Bikhchandani et

al.(1992)에서묘사된바와같이정보캐스케이드

하에서의모방행위또는 Shiller(2015)의묘사와

같은 적응적 기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 주택거품의 특성

앞단락에서는, 주택거품의개념과진행원

리에 대해개괄적으로설명하였다. 이를토대로,

7) Bikhchandani, S., Hirshleifer, D., & Welch, I, “A theory of fads, fashion, custom, and cultural change as

informational cascades”, 1992,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992~1026.

8) Bikhchandani, S., Hirshleifer, D., & Welch, I, “Learning from the behavior of others: Conformity, fads,

and informational cascad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8, Vol 12(3), pp.151~170.

9) 한편 이러한 정보 캐스케이드와 모방 행위만으로는 거대한 주택거품이 잘 설명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품이

진행됨에 따라 모방 행위의 비용(자산 가격)이 점차 상승하기 때문이다(Friedman & Aoki 1992).

10) Shiller, J.C, “Speculative Prices and Popular Model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90, Vol 42,

pp.55~65.

11) Brock, W. A., & Hommes, C. H, “A rational route to randomness”,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1998, pp.1059~1095.

12) Shiller, J.C, Irrational exuberance. 201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3) Piazzesi, M., & Schneider, M, “Momentum traders in the housing market: survey evidence and a search

mode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9, No. w1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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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품이 생기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적 특징들

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역사적

인 몇몇의 주택거품 사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관

찰될 수 있다.

첫째, 주택거품이 생기는 경우 합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산의 현 시점에서의 사용가치

(예를 들어, 시중금리 대비 임대수익의 크기 등)

대비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주택거품은 위

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기대 자본소득 (매매차익)

의 비합리적팽창현상에 의한매매가격 상승이므

로, 임대소득 등에 비해매매가격이 지나치게빨

리 상승하는 경우 거품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중반 미국의 주택거

품 당시 주택시장에서매매-임대 비율(Price to

rental ratio)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1월

까지 80%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는 자료가 관측

된 1975년 이후로 가장 높고 급격한 변화였다

(Case & Shiller, 200314)). 반대로, 만약매

매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자산의 현재 가치를 나타

내는환경적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는 경우 (전세

가격의 상승이나,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부

동산 임대의 상대적 수익성이 상승하는 경우 등),

주택거품으로 인한 가격 상승일 가능성은 낮다.

한편, 매매-임대 가격 비율은 기대 자본소득

이외에도 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한다. 특히 이자율이 하락하면, 월

세 가치 대비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중금리가내려감에 따라 (다른 자본

재들과의 자본시장 균형 하에서) 수익률이 하락

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주택의 구

매와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거래비용 등이 모두

동일한채권이존재한다고 하자. 이채권과 주택

의 기대수익률이 기존에 5%였으나 기준금리 하

락에 따라채권의 이자율이 2.5%까지내려갔다

고 가정하자. 이때 주택 구매의 기대 수익률이

5%라면 초과 수익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초과

수익이 사라질때까지채권의투자자들은채권을

팔고 주택을 구매하려 할 것이다. 즉, 자본 시장

균형 하에서는 초과 수익이 사라지며 이는 결국

시중 금리와 주택 매매 가격이 정비례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임대 가격 자체의 변동성

은 낮으므로 일반적으로매매가격이 상승함으로

써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둘째, 미래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주택 구매

자들의 기대가 급격히 팽창한다. 예전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수준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설문조사 자료나

간접 추계(예를 들어, 홍정의, 2017) 등의 몇 가

지 수단들이 고려될 수 있다. 주요한 주택거품 사

건당시에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중반 미국 주택거품 당시 Case,

Shiller & Thomson(2012)15)은 주택구매자

들을 대상으로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거의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은 기

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6) Piazessi &

Schneider(2009)17) 역시 미시간 소비행태조

사(Michigan Consumer Attitude Survey)를

기반으로 2000년대 중반 미국 주택시장에서 향

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주택거품은 중장기적으로완만히진행

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수년내에 점증하다가 상

승이멈춤과 동시에 급격히붕괴하는 양상을 보인

다(Brock&Hommes, 1998b18), Glaeser &

14) Case, K. E., & Shiller, R. J, “Is there a bubble in the housing marke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3, Vol 2003(2), pp.299~362.

15) Case, K. E., Shiller, R. J., & Thompson, A, “What have they been thinking? Home buyer behavior in hot

and cold marke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2, No. w18400.

16) 그들은 4개 주(Alameda County, Middlesex County, Milwaukee County, Orange County)의 약 5000여 명을 대상으

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주택가격의 기대 변화율을 설문하였는데, 2004년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예상되는 주택가격

의 상승률에 대한 응답이 모든 주에서 평균적으로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7) Piazzesi, M., & Schneider, M, “Momentum traders in the housing market: survey evidence and a search

mode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9, No. w14669.

18) Brock, W. A., & Hommes, C. H, “Heterogeneous beliefs and routes to chaos in a simple asset pric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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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son, 201719)). 이는 자본소득에 대한

기대가 팽창하는 주 원인이 그들에게 관찰되는

가격상승에 있기 때문이다. 자산 가격상승에 대

한 기대가 (현재의 가격에 반영 된) 기대 수준에

비해더욱상승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관찰한평균

적 가격상승 이상의 가격상승을 지속적으로 관찰

해야한다. 하지만 만약관찰되는 가격상승의 폭

이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가격을 견인할 기대의

수준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가격 하락-기대 하락

의 수순(거품붕괴)을밟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

택거품으로 인한 가격상승이진행되어 이미 주택

가격에 상당한 수준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

이라면, (그처럼 기대가팽창한 이유가 바로 지속

적인 가격상승을 관찰했었기 때문이므로) 가격

상승이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는직후 급격한붕괴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주택가

격상승이 상당한 정도둔화되었음에도붕괴현상

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택시장에 거품이 존재

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넷째, 주택거품은 기대-가격상승 간피드백을

촉발하거나 증폭시키는 환경적 변화에 동반된다

(Rajan, 201020), Shiller, 201521), Barberis

et al., 201822) 등). 주택시장에서 종종 자산거

품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시장이항상 거품 또는

그에 준하는 임의적 변동성에 지배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은

단기적으로 양의 계열상관성(short-run posi-

tive serial correlation)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는 음의 계열상관성(long-run negative serial

correlation)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양의

단기 계열상관성은 같은 방향으로의 주택 가격

변동이 이어진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이 효율적

시장이 아니며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적 기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암시한다. 한편, 음의 장기

계열상관성은 주택가격이 동태적으로 평균회귀

(mean-reversion)하는 경향, 즉,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 정상상태에서 이탈하더라도 결국 정

상상태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거품이진행되는 경우, 주택 수요(또는

미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촉진 또는

증폭시키는 사건 또는 환경적 변화가 관찰된다.

이러한 요소들로는 통화정책의 실패(Okina,

Shirakawa & Shiratsuka, 200123)), 금융

시스템의 결함(Rajan, 2010), 해외 자본 유입

(Favilukis et al., 201224))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주택거품은 본질적으로 비이성적 기대의팽

창이므로, 신용팽창이나 대출기준의유명무실화

등이 이러한 기대를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인지

아니면 이미 일어난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키기만

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는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최소한 주택수요와 공급에 관련 된 정

책(금융, 세금제도, 공급규제 등)의 변화가 주택

거품으로 인한 문제를더키울 수도,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3. 관련 정책

주택거품은 특성상 정책적 대응이 표준화되

기힘들다. 문제는 주택거품의 여부를 파악할 수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1998, Vol 22(8), pp.1235~1274.

19) Glaeser, E. L., & Nathanson, C. G, “An extrapolative model of house price dynamic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17, Vol 126(1), pp.147~170.

20) Rajan, R. G, Fault Lines: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2010, Princeton

University Press.

21) Shiller, J.C, Irrational exuberance. 2015, Princeton University Press.

22) Barberis, N., Greenwood, R., Jin, L., & Shleifer, A, “Extrapolation and bubbl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18, 129(2), pp.203~227.

23) Okina, K., Shirakawa, M., & Shiratsuka, S, “The asset price bubble and monetary policy: Japan’s experience

in the late 1980s and the lessons”,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Special Edition), 2001, Vol 19(2),

pp.395~450.

24) Favilukis, J., Kohn, D., Ludvigson, S. C., & Van Nieuwerburgh, S,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house

prices: Theory and evidence”, In Housing and the financial crisis, 2012, pp.235~29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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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나의객관적 수단이나 분석방법이존재하

지않는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같이 주택거품

은 비합리적 기대의팽창현상이다. 그러나 자본

소득에 대한 현재의 기대팽창이 비합리적 과열인

지 아닌지는항상 사후적으로만객관적으로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거품에 대한 정책적개입

의 필요성, 방식, 수단에 대한판단은 어느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거품의 발생 가능성

을 낮추거나 그피해를줄이는 정책은 다양한 각

도에서 논의 가능하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불필

요한 정책 변화를 가능한 한줄이는 것이다. 앞서

서술된 바와같이, 주택 수요는 현 시점의 가치

뿐아니라 미래의 자산 가치에 대한 예상에 민감

하게 반응한다. 이때 어떤 정책의 변화는 현재환

경의 일시적 변동과는 다르게 미래의 자산 가치

전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 참

여자들은 이러한 변화의방향을 예상할 수 있으므

로 현재의 주택 수요가 증감하게 된다. 결론적으

로, 정책 변화는 크건작건미래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와 현재 가격의 변동성을야기하게 된다. 그

러나 이때 주택시장에서는 정책 변화로 인한 미래

자산 가치의 변화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매우

어려우므로, 경우에 따라(합리적인 수준에 비해)

둔감하거나 민감하게 수요가 변동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가격 변동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부적절하고 잦은 정책 개입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산의 미래 가치를 올바르게

추정하는 것을방해함으로써오히려 주택거품과

같은 과열적피드백이진행되기에 적합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주요한 주택거품 사건들의 경우, 정책적 실

패와 결합한 경우가많다. 대표적인 예로, 80년

대 일본의 주택거품과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주

택거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Okina

et al.(2001)은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80년대 일본의 자산거품과 연

관되는 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Rajan(2010)

은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주택거품에 대해서도,

정치적목적을 가진신용팽창과 대출기준의유명

무실화 등의 정책 실패가 어떻게 주택거품의직간

접적 동력이 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는

부적절한 정책 변화가 주택거품의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뒤집어말하면, 이러한 정

책적 변동의 여지를줄이는 것 자체가 주택거품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지는 주택시장에서 공급이더탄력적

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주로

신규 주택 공급 규제의완화)이다.25) 이러한 정책

은 Glaeser, Gyourko & Saiz(2008)26),

Glaeser & Gyourko(2018)27) 등에서 함의될

수 있다. 주택은 자본재이고 이에 대한 공급은 예

상 수익에 의해 상승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주택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비교하면 신규 공급의 양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 하지만, 존재하는 주택의

전량이 주택시장에서매번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시장에서취급되는 수요와 공급만을

비교하는 경우 신규 주택의 공급은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주택거품은 기대팽창에 의한

수요팽창이다. 그러나 수요팽창에 따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수년 간 이어지기 위해서는단기적으

로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야한다. 뒤집어 이야기하

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초과 수익에 대한

기대에 따라 주택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억제하게 된다.극단

적인 경우로, 주택 공급이 만약완전히 탄력적이고

추가적인 거래비용 등의 시장 마찰이존재하지않

는다면, 주택가격은 근본적 가치를 기준으로 상승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중요한 것은,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에

25) 주택시장에서 공급 탄력성과 주택 거품의 관계는 III장에서 후술한다.

26) Glaeser, E. L., Gyourko, J., & Saiz, A, “Housing supply and housing bubbl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4(2), pp.198~217.

27) Glaeser, E., & Gyourko, J. (2018).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housing suppl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08, Vol 32(1),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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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

처럼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미래의 주택 수요 변

화에 주택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수 있는 지를

예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특히 인구 증가 (또

는유입)나 지역 경제의 성장 등으로 수요의 변화

가 생기는 지역의 경우, 공급 탄력성이 낮은지 높

은 지에 따라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거품이란 기본적

으로 자산 가격과 기대감의 상호작용이므로, 만

약수요 변화에도 자산 가격의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다면 비이성적 과열현상이 나타날가능성도 현

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위와같은 정책들은 사전적으로 주택거품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들이다. 하지만 주택

거품은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에 의해

발생하므로, 자본이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거품을 사전적으로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수단

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거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상당부분은 주택거품의 징후

가 관찰되는 경우, 더큰거품으로진행되기 전에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형식을 갖는다. 주택 가격

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은 결국 수요를억제하거나

공급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

로,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수요의억제 등을 고려

할 수 있다.28)

마지막으로, 주택거품으로인한손실을방지하

는 정책들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TV

(Loan-to-Value) 비율이나 DTI(Debt-to-

Income) 비율에 대한 규제설정 등 거시건전성 정

책을 생각해볼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거품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거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인한 주택가격 변

동이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III.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거품

앞장에서는 주택거품의 특성과 관련 된 정

책의 의의들을 개괄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주택

거품과 분양가 상한제의 관계를 보다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장의 첫번째절에서는먼저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를 경제학적으로 고찰해보

고, 두번째절에서는 주택시장 공급 탄력성과앞

서 정리한 주택거품의 요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거품의 관계에 대하여 해석한다.

1.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본질적으

로 가격통제(가격상한) 정책이다. 그러나, 분양

가 상한제는 일반적인독립적 소비재화 시장에서

의 가격통제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

이 있다.

첫째, 지역주택시장(또는 아파트 시장)은 주

택의 저량(stock) 위에서 정의된다. 이때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저량의 신규 변화분 중 일부에 한

해서만 가격을 통제한다. 즉, 시장의 재화 전체에

대한 가격통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29). 분양

가 상한제는 전체거래량 중 특정한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의 최초 공급가격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1차 구매자는 이를 추후에 제약없이 시

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분양가 상

한제는(일반적인 가격통제, 즉독립된 재화시장

에서의 가격통제의 예시와 달리) 거래 되는 자산

일반의 가격을 일정 수준이하로강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는(시장의 재화 전체에

대한 가격통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 저량

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저량은

28)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LTV 제약의 조정은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이라기보다 국소적 수요 억제 정책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다.

29) 즉, 신축 아파트 시장은독립된 하나의 시장으로볼수없으며, 보다 상위의 시장 (지역 아파트또는 주택시장 전체)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는 기존 아파트에 의해 대체 가능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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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기존의 저량에서 상각되는 양에 신규

공급되는 양을 더하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때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크게떨어뜨린다.30)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이 해당 공급자들의 현재 수익성을 낮추기 때문만

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정

부가 불시에 시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설

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않는 경우에도) 공급

자 관점에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벌이는 데에 따른 위험(risk)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지역에서 신규건축을 통한 수익(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가능성이없는 경우의 기대 수익)이

예상되더라도, 사업의 시작 시점과 분양 시점의 사

이에 정책의 시행 가능성으로 인한 수익성악화의

리스크가 기존의 리스크에 추가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은 장기적인 주

택 저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택은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자산

이며 그 수요와 공급은 현재 시점의 자산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가격 통제

의 경우 재화의 수요는 주어져있다고 가정하는

데에 반해, 주택과같은 자산 시장에서는 그 수요

가 기대의 자산 가치에 의해 크게 변동할 수 있으

므로, 만약가격 통제 정책이 미래의 자산 가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것이 예상된다면 공급뿐아

니라 수요의 변동을 함께 유발할 수 있다.

2. 주택시장 공급 탄력성과 주택거품

앞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이 중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의

공급 탄력성에 영향을줄수 있다는 부분이 주택

거품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고찰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을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두

축으로 나누어 봤을 때, 전통적으로 주택거품은

주택수요와 주로 연관되어 분석되어 왔다. 그러

나금융위기 이후 주택거품에 대한논의가활성화

된 이래 주택공급, 특히 주택 공급의 가격탄력성

이 주택거품의 발생과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들이 제시되었다.

Glaeser & Gyourko(2018)은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가강화되는 경우 주택 공급 탄력

성이훼손된다는 것을 제시하며 그 효과를 고찰하

였다. 그들에 따르면, 주택의 공급 탄력성은 지가,

건설비용 등 몇 가지직접적인 수익 비용 요소들

뿐아니라, 인허가부터분양을 통한 수익을창출하

기까지 노출 된모든불확실성과 간접적 비용에 의

해 결정된다. 이때 규제강화나 불확실성의 상승은

(동일한 가격-비용조건하에서도) 기대 수익을 낮

추어, 결과적으로 공급의 탄력성을 낮추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주택가격의 마크업

(mark-up,판매가격과 비용의 차이)를 상승시킴

으로써 주택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31)

부록 A의 그림A-1, A-2는 주택 공급이 탄력

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이

때 A-1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며, 이는

가격 변화에 대해 공급 변화가 탄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A-2의 기울기는 가파르며, 이는

동일한 가격 변화에도 공급 변화가더비탄력적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32) 그림 A-3, A-4는 주택시

장의 공급탄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동일한 수요

변화에도 주택가격이더민감하게 변동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수요 곡선 D→D').

이제 주택 공급탄력성과 거품의 관계를 생각

해보자. 이 관계는 크게두가지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다. 첫째는 동일한외부충격이 주어지더라

도 주택의 공급 탄력성에 따라 주택 거품의 가능성

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장에서 정리한 주택 거품

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주택거품은 기대 팽창과

30)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량의 위축이 제시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역할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단기적 공급량 위축을 의미할뿐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환경에서의 공급 탄력성은

장기적으로 낮아진다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31) 이때 마크업(mark-up)이 높다는 것은, 공급자가 초과적 이윤을 누리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초과적 이윤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을 벌이지 않을만큼 위축된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이해해야 한다.

32) 두 공급 곡선에서 공급량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직인 이유는, 주택 공급이 근본적으로 저량에서 발생하므로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의 저량을 단기간에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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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 간의피드백으로볼수 있다. 즉, 미래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의팽창이 수요 증가를 통해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가격 상승에 대한 관찰이

다시 기대를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동일한

기대의 상승(주택수요의 상승)에 대해 자산 가격

의 상승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한 가격 변화

가 다시 기대를 상승 시키는 폭도 커질 것이다.

이때 공급 탄력성을 고려하는 경우, 공급 탄

력성이 낮으면 낮을수록더과열적피드백이 발생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동일한

수요 교란에도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먼

저, 최초의 수요충격에 따른 가격 상승을 생각해

보자.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다시 상

승하면 주택 수요가 다시 상승하게 될 수 있다.

공급 탄력성이 낮은 경우 최초의충격에 따른 가

격 상승폭이 크므로, 그러한 가격 상승이 다시 일

으킬 기대의 상승과 수요 상승도 크다. 반면, 주

택 공급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최초의충격

이 가격에더적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주택 공급이완전 탄력적인 상황에서는애

초에 과열적피드백이 발생할 수없다. 정리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비탄력적)이라면 주택거품

을 일으킬 만큼의피드백이 나타날가능성이 낮다

는(높다는) 것이다.

둘째, 주택 공급탄력성의 변화는 미래의 자

산 가치에 대한 기대에 변동을 초래함으로써주택

수요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수요

는 미래의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에 의해 결정된

다. 시장 참여자들이합리적이라면, 현 시점의 주

택수요 (또는 주택가격)은 미래 주택의 가치가

미래의 수요 변화뿐아니라 공급탄력성에도 영향

을받는다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즉, 주택 공급

탄력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적 변동은 주택

수요에도큰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택 공급탄력

성이 다른 경우, 미래의 동일한 환경적 변화(특

히, 인구유입이나 경제 성장과같은 수요 변화)

에도 자산가치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특히,

주택시장 공급탄력성이 낮고 미래의 주택 수요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현 시점의 주택가격

이굉장히 높게 나타날것이다. 주택의 공급 탄력

성이 낮은 경우, 동일한 주택 수요 증가에 대해서

도 주택 가격은더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

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미래의 변화를 현

시점에 예측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주택

가격은 이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

에 주택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낮추는 정책적 변화는 미래 주택

가치에 대한 현시점의 기대를큰폭으로 상승시킴

으로써주택거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충격

을 주택시장에서 일으킬 수 있다.

3.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과 주택시장

앞절의 분석을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 이는 부록 A의 그림

A-5과같이 공급곡선이 S에서 S'처럼 변한 것으

로묘사할 수 있다. 공급곡선 S는 아무런제약이

없는 경우의 아파트 공급탄력성을 보여준다. 곡선

S'은 분양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 후의 공급곡선을

보여준다. 만약아파트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더라

도, 최초 공급자들은 분양가격에 상한이존재하는

한 그 상한 이상으로는 수익을 증가시킬 수없기

때문에 완전히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래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를 상승 시킨다는 것이다. 분양

가 상한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시행된다. 이러한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률이 높은 이유는 미래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A-6은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아무런제약이없는 경우, 미래의 수요 증

가 시(D→D') 자산 가치는 P0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수요 증가에도 정책 시행 이후 기대되는

자산 가치는 P1으로 상승하게 된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단기적 공급

량 축소 뿐 아니라 미래의 공급 탄력성 전반이

떨어졌다고믿는다면, 기대 자산 가치는더욱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주택수요의팽

창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이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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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가격의 상승을 의미할뿐그 자체로 주택거품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투자자들의 기대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이는 시장 균형의 상승으

로 해석되어야한다. 문제는 이러한 최초의충격

이 때때로 과열적팽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는 것이다. 또한, 미래의또다른충격에도 과열

적 피드백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주택거품이 진행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을까?

만약분양가 상한제가 일반적인 가격 통제와같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재화 전체의 가격에 대한 통제

라면, 거품 형성에 대한억제책이 될 수 있다. 왜

냐하면 주택거품이란 가격 상승이또다른 기대의

팽창을낳고, 다시 그것이 과열적 가격 상승을 반

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가

격에 상한이존재하는 경우, 사중손실이 생길수

는 있어도 자산 거품의피드백이 나타날수는없

다. 하지만 거래되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가격 통

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는

최초 거래 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가격통제

이다. 주택거품의진행은 이러한 최초 거래에 국

한되지않으므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격-기

대 상승의 피드백이 진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는 미래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진행 중인 주택거품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만 높아진다. 그러므로, (설사 주택거품이

진행되는 중이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

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만약주택거품이없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가 시행되는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앞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신규 아파트의 공급 탄력성이 하락한

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위주로 적용되므로

공급 탄력성 저하의 효과가직접적이다. 둘째, 주

택의 신규 공급량이 위축되는 것만으로는설명하

기 어려운 수준의 주택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앞서 분석한 바와같이 기대 자산 가치

의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셋

째, 분양가 상한제또는 그와유사한 정책이 실시

되는 정책 기조가유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주

택 가격의 마크업(mark-up), 즉건설비용 대비

시장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는 신규 주택

의 공급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의 증가를

의미한다. 넷째, 추후에는 주택시장이 주택 거품

의 발생에더욱취약해질수 있다. 이는 주택 공급

탄력성이 낮은 경우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높아져

서, 외부 충격이 주택거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효과들

은 정책 시행 이후 장단기 관점모두에서 주거복

지 문제가 악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IV. 정책 전후의 시장변화 개괄

앞장에서는 주택 거품의 특성들과 주택 공

급 탄력성의 변화가 어떤 시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에 대해개괄하였다. 이를토대로 최근 민

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 시점 전후의 시장 상

황을 분석해볼수 있다.앞서 서술한 바에 의하면,

분양가 상한제 이후33) 다음과같은 변화가 예상

된다. 첫째, 매매가격의 변화 추세가 상승할 것이

다.34) 특히, 정책에직접적 적용을받거나받을

것으로 예상되던지역의 상승폭이더클것이다.

둘째, 전세-매매가율의 변화 추세가 하락할 것이

다. 특히, 정책에직접 적용 대상이 된 지역의 하

락폭이더클것이다. 셋째, 자본소득에 대한 기

대 수준이 상승할 것이다.

먼저, 아파트 매매가격추이를 확인해 보자.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물가 변화(소비자 물

가지수의 변화)를 통제한 서울시 아파트매매가

격(한국감정원 아파트매매가격지수)35)은 약

33)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변하는 시점은 정책의 시행 시점이 아니라 발표 시점이므로, 이를 기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34) 주택가격의 변동 추이는 정책 이외에도 경제성장률이나 인구변화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대한

본문의 해석이 적절하다면, 최소한 정책 발표 이전 변화의 추세 대비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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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가 하락했다. 즉, 정책 발표 이전 서울시 아

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강기였다. 이는 부분

적으로는 2018년 하반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일

수도 있고, 2019년의 경기침체 때문일 수도 있

다. 분명한 것은 8월 이후 11월까지 실질매매가

격은 1.4%상승하여, 기존의 하락세에서뚜렷하

게 상승세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정책이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역과 아닌지

역을 구분하는 경우 이러한 추세전환이더두드러

진다36). 서울시의 구를 적용대상을포함하는 지

역(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용산,성동)

과 그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적용지역의 실

질아파트가격은 2019년 1월부터8월까지평균적

으로 2.1%가 하락하여 (직전 3개월이 아닌) 상반

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하락추세가뚜렷했던것으로 나타난다. 동일

한 기간 적용 외 지역의 가격하락은 평균적으로

1.2%로 관찰된다. 그러나 8월부터 11월까지 정

액 적용 지역의 실질아파트가격은 평균적으로

1.7%상승하여 적용외지역의 상승률(약 1%)에

비하여큰폭으로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세가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

다. 전세-매매가율은 일반적으로 미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 중 하

나로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기

대가 현 시점의 실제 사용가치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 전세-매매가율의 하락이 관

찰될 수 있다. 어떤 주택의 전세가격은 그 주택

의 실질적 사용 가치와 실질비용을 결정하는 시중

금리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그 주택의 미래 가격

에 대한 기대만이 변한다면 전세가격에는직접적

인 영향이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의 분석에

의하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자본소득에 대

한 기대가 상승할 것이므로, (본문의 분석이 적절

하다면) 정책 시점 이후 전세가율의 변화가 기존

의 변화 추세에 비해 뚜렷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37)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2019년 1월

59.36%에서 8월 59.08%로약 0.28%감소하

였다. 이는 정책 시점 이전 1개월 당평균적으로

0.04% 가량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음을 의미한

다. 정책 이후 3개월 간(8월~11월), 이는

59.08%에서 58.76%(약 0.31%감소)로빠르

게 감소한다. 이를 1개월 당평균 변화율로환산하

면 -0.1%로 이전의 변화추세에 비해 하락세가더

뚜렷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 주택가격에 대

한 기대가 상승했음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전세가율의 변화에서도 정책의

직접 적용대상이 된 지역의 추세변동이더뚜렷

하게 관찰된다. 적용지역의 경우 정책 이전 7개

월 간(2019년 1월부터 8월 사이) 월평균 변화율

은 -0.05%에 불과했으나, 정책 이후(2019년 8

월부터 11월 사이) 월평균 변화율은 -0.15%로

변화한다.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정책 이전과

이후 월평균 변화율은 -0.055%에서 -0.078%

로직접 정책 대상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

화의 정도가덜하였다. 이는 기대 자본소득의 변

화가 정책의 직접 적용 대상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음을 의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기대

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경제행위의 결과가

아니므로, 가격이나 수량 변수와같은직접 추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설문조사를 통해 이

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 본문은두가지설문조

사를 이용했는데, 하나는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

조사 중 주택가격전망 CSI(Consumer Survey

Index)이다. 이는향후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응

답(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부정)을

토대로 산출한 지수이며, 100보다 낮은 경우 미

래의 가격 상승에 대해 부정적임을 의미하며 100

35) 즉, 실질가격 또는 상대가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만약 명목가격지수를 사용하면 후술 될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36) 지역주택시장은 큰 틀에서 통합되어 있으므로, 정책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정책의 효과가 완전히 제한될 수는

없다. 하지만, 주택은 특성상 다른 입지 간의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 하므로, 정책효과(부작용을 포함)는 대체적으로 그것이

일차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37) 물론 전세-매매가 비율은 기대 자본수익률 이외의 시장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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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경우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두번째는

KB 부동산매매전망지수로, 한국은행의 조사와

동일하게 미래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5선지(크게

상승, 상승, 보통, 하락, 매우 하락)를토대로 산

출한 지수이다. 이때평균적으로 보통인 경우 지

수는 100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지수

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기대자본소득에 대한 설문지수

<그림 1>은 이두기대지수의 추이를 나타낸

다.두지수모두에서 2019년 1월 이후 기대 수준

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앞서 전세가율의 추이 분석의 함의와 정확하

게 일치한다. 즉, 기대 자본소득의 변화가 전세가

율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지수의 수치를 보다

자세히 보면, 2019년 1월 이후 기대가 점차 상승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는 100보다

낮아 여전히 미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 부정적이

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한국은행 지수는 5월까

지, KB 지수는 6월까지). 또한, 정책 발표 이후

기대 지수는 급격히 상승(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CSI는 2019년 8월 113에서 11월 125로, KB부

동산매매전망지수는 동 기간 109.8에서 122.6

으로 급상승)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정책 발표

이후 미래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정책 전후의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

화 추이는 본문의 분석에서 예상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첫째, 정책 이후 아파트의 실질가격 변

화추이는뚜렷하게 상승하였으며, 정책의직접 적

용 대상이 된 지역에서더욱두드러진상승세가 나

타났다. 둘째, 기대 자본소득의 수준을 반영하는

전세-매매가율역시 정책 이후 하락추세가더욱커

진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세가율역시 정책 적

용 지역에서더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승할 때 전세가율은 낮

아지므로, 이는 정책 이후 미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뚜렷하게 상승(특히, 정책 적용대상

위주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정책 시점 전후 자본소득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는 것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V. 결 론

본문은 주택거품과 주택공급 탄력성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를

해석하고 정책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문은 하나의 실증적 분석이나 이론모형을 제시

하기보다, 최근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거품이 어떤 경로로 연결되

는 지를 비-기술적으로 고찰하였다.

본문의 분석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첫

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거품에 대한 통제 정책이

될 수없으며, 오히려 그로 인한피해를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주택거품이존재하지않는

가운데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경우, 상당한

사중손실과 더불어 오히려 주택거품을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셋째,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은 기대 자본소득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를유

발하며 결과적으로매매가격 변동 추세상승, 전

세가율하락, 가격 마크업의 상승, 중장기적 가격

변동성의심화를유발할 것이다. 넷째, 분양가 상

한제 전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관찰된변화 양상

은 본문에서 예상한 변화의 정책의 결과로 인한 변

화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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