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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focuses on seeking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theoretic study through various literatures and taxation system of 

each nation related to the rental housing business.

(3) RESEARCH FINDINGS

We need a change of institutional settings which can strengthen the right function of multi-house 

owners as rental housing providers as well as weaken their dysfunction as speculators.

2.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tent of rental housing law, including sanction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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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registration of rental operators, and to impose penalties in case of violation of multi-house 

owners for the tax administration. Second, it is desirable to tax separately rental income for housing 

as a single tax rate of 14% in the short term, and to tax aggregately rental income for housing less 

than a certain amount(example : 20 million won). Third, in the situations, more than 40%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ing and more than 80% of rental housing family living in rental housing 

that multi-house owners supply, it is important to keep stable rental housing stock by changing 

multi-house owners into leasing businessman of rental housing marke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or multi-house owners and property tax. 

3. KEY WORDS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multi-house owners, mandatory registration of rental operators, 

separate taxatio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 민간임 사업자로서의 다주택자에 한 제도권 내에서의 순기능  역할을 제고하기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다주택자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과세 리를 

해 임 주택법상 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주택임 소득에 해 단기 으로는 

모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장기 으로는 일정 액( : 2,000만원) 이하는 분리하세하되, 일정 액을 

과하는 임 소득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다주택자의 수익성 보장을 해임 주택의 

소유기간  임 소득에 한 소득세가 납부된 보증 ( 세 ) 부분은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여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주택자의 임 사업자로서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어: 다주택자, 임 사업자 등록, 주택임 소득, 분리과세 는 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Ⅰ. 서 론

1. 연구배경  목

우리나라 역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

는 집값 안정이었다. 이를 해 한편에서는 ‘투기

 가수요’를 차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자’를 한 주택공 을 확 하는 방식으로 근해 

왔다. 자가율 진정책과 다주택자 규제제도는 이

러한 주택공  정책의 산물이다. 자가율 진정책

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재 우리나라의 자가율

은 53.8%에 머무르고 있으며, 어느 국가든 임차

가구의 비율이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임차가구의 임차수요 충족을 

해 임 주택을 안정 으로 공 하는 것 한 선진

화된 주택정책의 주요 목표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 주택시장은 순수월세를 바

탕으로 하는 외국의 임 시장과는 달리 보증부월

세와 세라는 독특한 임 계약방식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보증부월세의 비 이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월세화 상은 시장 

사이클의 한 국면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구조  변

화로 나타나는 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세

의 버리지 효과를 기 로 한 과거의 주택투

자가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따라 자본차익의 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인구노령화에 따라 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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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연령이 높아져 안정 인 운 수익을 보장받

을 수 있는 임 방식을 선호하는데 기인하는 것

으로 단된다.

한 우리나라 임 주택시장에서 체 임차

가구의 80% 이상이 제도권 밖의 민간 임 사업

자인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주

택시장에서 소비자가 되어 주택공 이 지속 으

로 이루어지게 하고, 임 주택시장에서는 임차수

요․소요에 한 공 자가 되어 임차인들의 임차

수요․소요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임 주택

의 공 에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러한 측면에서 주택의 지속 인 공 과 임차수

요․소요를 해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

면서 임 사업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하며, 다주택자의 임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

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

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국내 임 주택시장

의 특징  상과 변화의 추세를 고려할 때, 민간

임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역할과 기능이 재

조명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의 제도

권 내에서의 순기능  역할 제고를 한 제도 개

선 방안과 주택임 소득에 한 합리 인 과세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2. 연구범   방법

본 연구는 그간의 다주택자에 한 부정  시

각에서 벗어나 민간 임 주택시장의 주요 참여자

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다른 임 사업자와 동일

하게 정상 인 임 소득을 추구하는 투자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

하기 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Ⅱ장에서는 주택 유형태  공

자 유형별로 임 주택시장의 황을 살펴보고, 

아울러 국내 임 주택시장의 특징과 변화추세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

에서는 Ⅱ장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주

택정책의 패러다임이 환될 필요성을 논하 으

며, Ⅳ장에서는 민간 임 주택사업자인 다주택자

가 제도권 내의 정상 인 임 사업자로 기능하기 

해 필요한 법률과 제도상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여 마무리하 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발행 단행본, 학술지 자

료, 기타 참고서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

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 주택사업 련 

법령과 과세제도에 한 정보는 한국조세재정연

구원과 국세청  법제처의 자료를 참조하 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민간임 주택시장에서의 다주택자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이들의 역할 제고와 합리

인 과세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 과 

련하여 살펴 본 선행연구로는 김경환(2007), 

성명재(2009), 변창흠(2009), 장기용(2010), 

이창무(2010), 무 ․문 기(2011), 이창무

(2014) 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임 )주택

공 과 과세정책  측면에서 다주택자에 한 취

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김경환(2007)1)은 주택세제가 주택가격과 

임 료, 신규주택 공 , 거래량 등 주택시장에 미

치는 효과에 한 이론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부

동산 세제와 주택 련 세 부담 수 에 한 통

계분석, 외국 사례에 한 검토 등을 토 로 주택

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으며, 

장기 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순수한 지방세로 운 할 것을 주장하 다. 성명재

(2009)2)는 세임 에 한 비과세는 월세임

  상가임 와의 형평성에도 어 나므로 간주

임 료 상당액을 임 소득 총수입 액에 산입하

여 종합과세하는 방안과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제

시하 다. 한 소득 근로자에 해서는 월세와 

1) 김경환, “주택 련 세제의 개편방안”, 감정평가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7, 제17집 제2호, pp.193-214. 

2) 성명재, “ 월세 등 주택임 차 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 2009,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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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세비용의 소득공제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 다.

변창흠(2009)3)은 그간의 1세  1주택 

진과 다주택 억제를 한 정책수단을 평가하고 

주택을 통한 주거안정과 사회  통합을 기 하기 

해서는 자가소유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의 공 을 통한 

자가소유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 기존 주택재고 

조정을 통한 주택의 재분배에도 정책의 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그 수단 의 하

나가 다주택자에 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강

화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용(2010)4)은 부동산 가

격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기반에 둔 주택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정책  조세의 헌

법상 통제기 인 비례의 원칙(과잉 지의 원칙)

에 반하는 것으로 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

하지 않고 온 히 시행되기 해서는 평등의 원

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는 행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하며, 근본 인 해결을 해서는 “보

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에 기 한 과세로의 

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 다.

이창무(2010)5)는 참여정부의 자가율 진

정책과 다주택 억제정책을 평가하고 다주택자의 

사회  기능 순화방안을 제시하 다. 무 ․문

기(2011)6)는 다주택자에 한 사회  논란을 

살펴보고 주택임 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다

주택 보유의 부정 인 부분은 최소화하고 정

인 부분을 장려하여 임 주택시장이 안정 으로 

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다. 

이창무(2014)7)는 성장 기조에서 유지될 장래 

주택임 시장을 안정화하기 해서는 기업형 민

간임 사업자의 무리한 육성보다는 개인 민간임

사업자인 다주택자에 한 정  역할을 확

하는 것이 효과 인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 주택시장의 특징  

상과 변화의 추세를 고려하여 개인 민간임 주

택사업자로서의 다주택자에 한 제도권 내에서

의 순기능  역할 제고를 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행 법․제도의 문

제 과 미비 , 그리고 이에 한 합리 인 개선 

 보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특히 다주택자

의 제도권 내 임 사업자로의 등록의무 부여를 

해 임 주택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먼  해결되

어야 과제임을 명시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 안으로 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월세소득공제

자료, 확정일자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여 다주택자에 한 정보구축이 과세의 선결과제

임을 주장하 다. 한 임 사업자 등록 유도에 

있어  다른 요한 은 다주택자의 수익성 보장

이라는 을 강조하고 이를 해서는 기존의 세제

혜택에 더하여 과세방식의 선택과 양도소득세와

의 이 과세 조정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이러

한 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Ⅱ. 우리나라 임 주택시장의 

황과 변화추세

1. 주택 유형태  공 자 유형으로 

본 임 주택시장 황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를 지향해 온 그간의 

주택공  정책으로 2012년 말 재 국 평균 

주택보 률은 115.4%, 서울지역의 주택보 률

은 2012년 말을 기 으로 100%를 과하 다. 

그러나 소득수 과 주택의 거래비용  보유비용

에 한 부담, 그리고 소득의 불균형  배분 등으

3) 변창흠, “1세  1주택 지원과 다주택 억제정책의 성과평가와 과제”, 한국주택학회 추계학술 회 발표논문집, 한국주택학회, 2009, 

pp.65-86.

4) 장기용, “주택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헌법  한계”,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0, 제43집, pp.267-284.

5) 이창무 “다주택자에 한 사회  논란과 그 해법”, 주택연구, 한국주택학회, 2010, 제18권 제1호, pp.185-215.

6) 무 ․문 기, “다주택자의 임 사업자 환 결정구조 연구”, 국토계획, 한 국토․도시계획학회, 2011.6, 제46권 제3호, pp.155-167.

7) 이창무, 게논문, pp.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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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차가구는 항상 존재한다. 복지국가로 인정

받고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에도 임차가

구의 비율이 50% 수 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임차가구 비율은 40%를 과하는 수 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임 주택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한 변수  하나가 되고 있다.

구   분 1995 2000 2005 2008 2010 2012

주택보 률 86.0 96.2 105.9 109.9 112.9 115.4

자가가구 53.3 54.2 55.6 56.4 54.3 53.8

임차

가구

세 29.7 28.2 22.4 22.3 21.66 21.79

보증부

월세
10.3 10.6 15.1 14.8 18.2 18.6

월세 4.2 4.1 3.9 3.5 1.97 2.71

기타 2.5 2.8 3.1 3.0 3.96 3.14

소계 46.7 45.7 44.5 43.6 45.79 46.2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국토해양부, 통계연보, 각 연도

<표 1> 일반가구의 주택 유형태
(단 : %)

한 <표 2>를 보면, 임차가구의 임 주택 

소요를 하여 건설․공 된 임 주택  체 

임차가구의 18.7%가 제도권 내라 할 수 있는 임

주택법상의 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반하

여, 나머지 81.3%는 제도권 밖의 일반 개인(다

주택자)의 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에도 개

인 민간임 의 비 이 44%∼64%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임 주택시장은 특

히 기업형 민간임 주택의 비 이 극히 낮고, 

81.3%가 개인 민간임 사업자(다주택자)들을 

통해 민간임 주택의 공 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기제를 가지고 있다.8) 그러한 독특한 기제가 형

성되는 데에는 국내 주택임 계약이 해외와는 다

른 세나 보증부월세라는 독특한 임 계약 형태

가 주류라는 이 원인이 된 것으로 단된다.9)

민간임
공공

임 *3) 계
*1)

개인
민간매

입임

민간

법인
*2) 소계

6,463

(81.3%)

275

(3.5%)

314

(3.9%)

7,052

(88.7%)

898

(11.3%)

7,950

(100%)

*1) 계[임차가구 수(천)]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자 

유형별 공 가구수는 2012년말 임 주택 재고(국토교통부, 

통계연보, 각 연도)를 참고하 으며, 김근용․김용순․이용만

(2014)에서 재인용함

*2) 민간법인(민간소유 10년 임 , 사원임 , 5년 임 , 민간건

설 임 재고) 

*3) 공공임 (LH  지자체 소유 재고)

<표 2> 임 주택 공 자(소유자) 유형

2. 국내 임 주택시장의 특징과 변화추세

우리나라 임 주택시장의 특징은 외국과는 

달리 순수월세가 아닌 세  보증부월세가 주

류를 이루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월세화가 가속

화되고 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보증부월세의 비 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월세화 양상은 시장 사이클의 한 

국면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구조 인 변화에 기인

하는 상일 가능성이 높다.10) 왜냐하면 향후 인

구노령화에 따라 임 사업자의 연령이 높아지고 

시장안정화에 따라 분리가구가 감소하고 성장기

와 달리 가격상승에 한 기 치가 계속 안정화

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차 으로 월세의 비

이 높은(역으로 보증  비 이 낮은) 임 계약의 

비 을 높이고자 하는 임 인의 압력이 지속 으

로 작용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망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국내 주택임차시장은 순수월세의 

증가보다는 계약기간  월세미납을 충당할 수 

8) 미국의 경우는 체 임차가구  53%가 기업형 민간임 주택에 해당되는 아 트에 거주하고 개인이 소유한 민간임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가 44%이다. 일본의 경우는 체 임차가구  19%가 법인소유 민간임 주택에 거주하고 64%의 임차가구가 개인소유 민간임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유자와 상 없이 임 리회사에서 리하는 주택수가 43%에 달한다. 독일의 경우는 시  

 주(연방)정부가 소유하는 임 주택은 12%에 불과하고 주택조합  비 리법인 민간단체 주택이 11%, 민간법인이 임 하는 주택이 

13%를 차지하고 나머지 64%는 개인이 리의 목 으로 소유하는 민간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창무, “민간임 주

택시장의 변화추세와 장기 망”, 공간과사회,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6, 제24권 제2호(통권 제48호), p.88).

9) 이창무, 상게논문, pp.88-89.

10) 이창무, 게논문,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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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2년치 정도의 월세 수 의 보증 을 유지하

는 보증부월세를 심으로 수렴하는 상이 발생

할 것으로 단된다.11)

월세화 상의  다른 요인으로는 과거에는 

주택에 한 투자가 자가용이든 임 용이든 자본

차익을 극심하게 추구하는 형태 지만 미래 주택

시장은 매매시장의 변동성 감소로 인하여 자본차

익에 한 기 보다는 운 수익에 한 기 가 

투자의 요한 단기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고, 임 주택시장 역시 세의 버리지 효과를 

통한 투자가 그리 매력 이지 못한 상황으로 

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Ⅲ. 주택 련 정책의 패러다임 환

1. 다주택자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명

다주택자란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과거 참여정부를 시발 으로 다주택자에 

한 다양한 규제제도( : 양도소득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가 시행되어 오다가 2014

년 다주택자에 한 규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폐지된 바 있다.

참여정부의 다주택자에 한 규제 제도는 다

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야 시장가격

이 안정되고 무주택자들이 싼 가격에 집을 소유

하게 된다는 단선 인 논리 다. 고가주택 소유

자와 다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자본

차익이라는 불로소득을 취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집단이라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

한 참여정부에서 취한 다주택자에 해 강화된 

규제가 무주택자의 주택보유를 증가시켜 자가

율12)을 높이려는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해서

는 회의 인 시각이 일반 이다. <표 3>에서 보

는 것처럼, 양도소득세 과가 강화된 2003년 

이후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2006

년말 그 내용이 강화된 이후 오히려 자가거주율

이 하락하고, 다주택소유가구 비율 한 2003년 

3.0%에서 2007년 5.2%로 오히려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

타주택 비소유 타 주택 소유
주택

보유율
자가거주율무주택

임차가구
일치가구 분리가구

다주택

소유가구

2000 40.0 53.4 3.0 3.6 60.0 57.0

2003 37.4 57.0 2.6 3.0 62.6 60.0

2005 36.5 55.3 3.5 4.6 63.5 59.9

2006 36.8 54.4 3.8 5.1 63.2 59.4

2007 37.1 54.1 3.7 5.2 62.9 59.2

2008 37.0 53.4 4.4 5.2 63.0 58.6

2009 38.6 53.1 4.1 4.2 61.4 57.3

2010 37.8 54.6 3.5 4.1 62.2 58.7

2011 37.6 55.0 3.5 4.0 62.4 58.9

2012 37.4 55.1 3.5 4.1 62.6 59.2

자료: 통계청, 노동패  자료, 2000∼2012.

<표 3> 주택소유 유형별 가구비율 변화
(단 : %)

그간에 다주택자의 사회  역할과 기능에 

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 왔다. 참여정부에

서 비롯되었던 다주택자에 한 다양한 규제제도

는 다주택자의 부정  기능(폐해)13)에 근거한 

11)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계약은 보증 이 세 의 20∼60%인 보증부월세이며, 보증 이 없는 순수월세 

혹은 사 세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12) 자가율이 높다는 것이 꼭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2005년 재 스페인의 경우에는 82%의 자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의 경우에는 41%로 2005년 당시 우리나라의 자가율인 55.6% 보다도 낮다. 복지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경우에도 

임 주택이 50% 수 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을 볼 때, 어느 국가든 자가가 아닌 차가의 비율이 상당한 비 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을 보여 다.

13) 다주택자의 부정  기능(폐해)으로는 세 는 보증부월세의 보증  버리지를 이용한 자본차익을 추구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의 주

요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과 재와 같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가격 비 세가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인 다주택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세는 다주택 소유자인 임 인의 개인사정 변화에 의하여 임

를 지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세가격 등시 임차인은 소득지출의 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월세와는 달리 추가 인 융자산

을 필요로 하므로 상승한 세자 의 차액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등을 들 수 있다( 무 ․문 기, 게논문,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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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1차 으

로 주택시장에서 소비자가 되어 주택공 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며, 한 기업

화된 임 사업자가 형성되기 어려운 국내 상황에

서 주요한 임 사업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만약 다주택자가 다주택 소유를 포기하거

나 소유를 할 수 없게 할 경우 주택공 자는 소진

이 가능한 자가수요 만큼의 주택만 공 하게 되

므로 임 주택의 부족 상이 발생하게 된다.14)

부족한 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임 주택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조 을 지 하거나 

공공임 주택의 공 을 확 하여야 하지만, 정부

의 재정지원과 공공임 주택 공 을 행하는 LH

공사나 SH공사의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으므로 민

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 으로 주택시

장을 안정화시키기 한 안 개발을 해서는 논

의의 제가 필요하다. 즉, 좋든 싫든 상당한 민간

임 주택시장의 비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담당

할 건 한 민간임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이다. 

한 주택의 지속 인 공 을 한 일차 인 투자

자의 기능도 없애서는 안 되는 조건이다.15)

다주택자에 한 규제는 장기 으로 재의 

세 란과 같이 주택임 시장을 어렵게 하는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주택시장의 

특성상 다주택자를 정상 인 주택임 사업자로 

인정하고 정 인 역할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  

틀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어차피 군가는 다수

의 주택을 소유해서 임 사업자의 기능을 담당해

야 한다면 소유의 억제보다는 임 사업자로서의 

사회  역할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보완하는 형태로 방향성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의 지속 인 공

과 임차수요․소요를 해서는 다주택자가 주택

을 소유하면서 임 사업자로서 기능하여 그들의 

임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재 주택임 시장

이 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환되고 있어 비제도

권 임 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한다. 

2. 주택 련 정책의 패러다임 환 필요

다주택자에 한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조

명할 필요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존의 주택

련 정책의 패러다임도 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유 심에서 거주 심으로 주택정책

과 이에 따른 세제지원의 내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간의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 소유에 

한 세제혜택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월세 임차

가구에 한 세제지원은 상 으로 크게 미흡하

다.16) 2013년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책’과 동년 8월 28일 ‘8․

28 월세 책’을 내놓고 나서야 정부의 주택정

책의 방향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17) 

동 책의 주요내용은 매입임 주택과 공공임

주택제도에 한 정책지원을 확 한 것이다.

둘째, 주택시장 반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세는 월세에 비해 실질 인 주거비용이 낮

은 계로 정태 인 에서 효율 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지만, 장기 이고 동태 인 효율성 측

면에서 보면 매매시장의 가격변동에 향을 받아 

세가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발생하게 되어 낮은 

주거비용이라는 세의 장 이 세가의 높은 변

14) 무 ․문 기, 게논문, p.161

15) 이창무, 게논문, pp.201-202

16) 과거 정부의 요한 주택공  정책은 ‘1가구 1주택 소유주의’ 으며, ‘1세  1주택 비과세제도’와 ‘다주택자 과세제도’는 이러한 주택 

공  정책의 요한 산물이었다. 소유 심에서 거주 심으로 주택정책의 목표가 변화된다면, 기존의 1세  1주택자와 1세  다주택자의 

세부담에 한 편차를 없애고 보유 주택의 수가 아닌 소득 액의 크기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개편하여 세제를 정상화사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장기용, “1세  1주택에 한 양도소득세의 합리  개선방안”, 세무와회계 , 한국세무학회, 2011.3, 제12권 제

1호, pp.89-118 ; 이상신, “주택임 차시장 선진화방안과 그 과세문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8, 제58집, p.236). 

17) 후속 책으로 2014년 2월 26일 “주택임 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동년 3월 6일 이에 한 보완조치가 잇따랐다. 그리고 2014년 9월 

1일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이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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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으로 인하여 퇴색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

서 세제도가 지닌 표피 인 효용성보다는 사회

 폐해에 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한 시 이라고 

단된다. 재 국내 주택임차시장의 월세 가속화 

상이 시장 사이클의 한 국면이라기보다는 시장

의 구조 인 변화에 기인하는 상일 가능성에 무

게 심을 두고, 세의 선택을 지원하는 재의 

제도 인 틀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월세화는 월세에 기 한 운 수입보다는 

보증 이나 세 을 활용한 버리지를 추구하

는 기업형 민간 임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개인 민간임 사업자인 

다주택자의 역할에 기  수밖에 없는 민간임 주

택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상되므로 좀 더 합리

이고 극 인 개인 민간임 사업자(다주택자)

의 정  역할을 유도해 낼 수 있는 제도  지원

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셋째, 부동산, 특히 주택 련 세제는 국내경

기의 부침에 따라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을 

한 정책세제로서 기능한 측면이 많았다.  

사회에 있어서 정부가 조세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

며, 다른 나라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헌법상 허용되는 일정한 한계를 수하

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재량에 한 한계의 필요

성은 정책  조세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기본권

보장과 련하여 불리한 차별취 을 요구한다는 

에서 찾을 수 있다.18) 다주택자에 한 양도소

득세 과세 규정은 2014년 폐지되었지만, 한 

때 헌논란의 심에 있던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도 부과되고 있다. 합헌결정이 이루어졌던 내용

에 하여도 학계에서는 헌논란이 많은 실정이

며, 이러한 소모  논쟁은 세제의 도입취지와 목

에 불구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 향후의 

주택 련 세제는 정책  조세로서의 기능은 최소

화하고 조세 본연의 재정  기능에 충실하도록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Ⅳ. 다주택자의 민간임 주택사업 

활성화방안

1. 주택 임 와 련한 행 과세제도

의 내용

주택 임 와 련한 행 과세제도는 임 사

업자로 등록한 자에 용되는 과세내용과 주택을 

임 하고 있으나 계기 에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해 용되는 과세내용으로 나  수 있다. 우선, 

매입임 19)와 공공임 20)사업자로 등록한 자

에 한 행 세법상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매입

임 사업자의 경우 용면  60㎡ 이하는 취득

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는 60㎡ 이하는 50%, 60

∼85㎡ 이하는 25% 가 감면되고(지방세특례제

한법 제31조), 85㎡ 이하 임 주택에 해서는 

소득세 는 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40%까지의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용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기 시가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 임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배제한다(종합

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공공임 사업자의 경우 용면  60㎡ 이

하 임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매

18) 장기용, 게논문, pp.275-276.

19) 매입임 는 시․군․구에 등록한 임 사업자가 건설이 아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 하는 주택으로, 민간의 여유자 을 활용

하여 임 주택 공 을 확 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의 목 으로 도입되어 2012년말 기 으로 약 45,000명이 약 27만 4천호를 공  

이다. 임 의무기간은 5년이며, 임 기간 내 매각이 지되고 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20) 공공임 는 용면  85㎡ 이하 민간 임 주택으로서 10년간 의무임 , 최  임 료․보증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 료 연 5% 이

상 인상 제한 등 규제를 받는 신, 조세감면, 주택기  융자 등 인센티 가부여되는 공공  성격을 지닌 민간임 주택을 말한다. 정부에

서는 최근 무주택 서민이 다수 거주 인 다가구주택도 공공임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 제한(85㎡ 이하)을 폐지한 바 있다

( 계부처 합동,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2014.9.1.,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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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임 사업자와 동일하며, 재산세 감면은 40㎡ 

이하는 면제, 40∼60㎡ 이하는 75%, 60∼85㎡ 

이하는 50%가 용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조의 3). 85㎡ 이하 임 주택에 해서는 소

득세 는 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으며(조

세특례제한법 제96조),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6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용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기

시가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 임 주택

은 매입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배제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3조).

매입임 사업자와 공공임 사업자에 한 

이상의 세제지원 내용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구   분

용면

40㎡

이하

40～

60㎡

60～

85㎡

85～

149㎡

취득세

미등록 임 - - - -

매입 임 면제 면제 25% -

공공 임 면제 면제 25% -

재산세
매입임 50% 50% 25% -

공공 임 면제 75% 50 -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미등록 임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10% ~ 30%

매입 임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10% ~ 30% 

⇒ 10 ~ 40%(10년 이상)

공공

임
60%(10년 이상)

양도

소득세

매입 임
5호 이상의 임 주택을 5년 이상 임  후 

양도시 면제

공공 임
3년 내 신규 구입하여 임  후 양도시 

면제하는 방안 마련 

종합

부동산세

미등록 임 합 산

매입 임
합산배제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공공 임
합산배제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소득세

법인세

미등록 임 - -

매입 임 20% -

공공 임 20%(30% 인상 방안 마련 )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공공임 주택 도입으로 월세난

을 극복한다”, 2013.12.4, p.6.

<표 4> 매입임 사업자와 공공임 사업자에 

한 세제지원 내용

다음으로, 다주택 소유자로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타인에게 임 하고 있으나 계기 에 임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하여는 등록

한 자에 해 부여되는 상기의 세법상 각종 세제

감면과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며, 소유 주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 임 소득에 한 소득세

가 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임 하는 주택은 임

소득에 하여 원칙 으로 소득세가 과세되

지 않지만, 해당 1주택이 고가주택(과세기간 종

료일 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재 기 시가가 

9억원을 과하는 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하

는 주택인 경우에는 임 소득에 하여 과세된

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따라서 2주택 이

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 하여 발생한 임

소득부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에도 월세 는 보증부월세만 과세되고 세  

는 보증 만을 받고 임 한 경우에는 과세 제

외된다.

3주택(소형주택21)은 주택 수에서 제외) 

이상 소유자가 임 하는 주택에 하여는 월세, 

보증부월세에서 받은 임 료는 소득세 과세

상이며, 세의 경우 받은 세  는 보증

의 간주임 료22)에 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

다. 다만, 보증  등으로 받은 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 상에서 제외

된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

령 제53조 제3항, 제4항). 이는 1세  3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를 과세하더라도 1세

 2주택까지의 임 에 해서는 과세 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리 이고 이 부분을 공제액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3억원이라는 공제

액은 1세  2주택자인 경우 하나의 주택은 보증

을 받고 임 하 을 것이기에(하나의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 이 경우 그 보증

을 3억원 수 에서 인정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23)

주택임 에서 발생한 임 소득은 분리과세

하지 않고 소득 액의 크기와 계없이 모두 종

합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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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인 경우

간주임 료=(해당 과세기간의 보증  등－3억원)의 수

× 60% × 1/365(366) ×정기 이자율－

해당 과세기간의 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융수익의 합계액

② 소득 액을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간주임 료=(해당 과세기간의 보증  등－3억원)의 수×

60%× 1/365(366) ×정기 이자율

* 보증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  등의 

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  등부터 순서 로 뺀다.

소유 

주택 수
받은 임 료 간주임 료

1주택*1)

비과세 

주택임 소득

(고가주택은 

과세함)
과세하지 않음

2주택 과세함

3주택
*2)

 

이상
과세함

① if 보증  등의 합계액≤3억원

: 과세하지 않음

② if 보증  등의 합계액> 3억원

: 과세함

*1) 1주택이라 하더라도 국외 소재 주택의 임 소득은 비과세

상에서 제외한다.

*2) 소형주택은 2016.12.31.까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 요건을 

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 5>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 소득에 

한 과세여부

2. 다주택자의 민간임 주택사업 활성

화를 한 제도 개선 방안

국내 임 주택시장의 월세 가속화 상은 그

간에 유지되어 온 세계약에 유리한 제도  틀

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비  시각을 발하

으며, 국내 주택시장의 월세로의 환을 유도

하는 것은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로서의 다

주택자가 아닌 정상 인 임 소득을 추구하는 투

자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

다. 다주택자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충분한 유

인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임 사업자 등록 등 과

세 리를 한 제반 제도를 정비하며, 과세로 인

한 세부담의 가가 최소화되도록 임 인과 임차

인 모두에 하여 용될 세제의 내용을 치 하

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 기 하여 

개인 민간임 사업자인 다주택자의 주택임 와 

련한 행 법률(임 주택법과 세법을 모두 포

함함)과 제도상의 문제 과 미비 , 그리고 그에 

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 청에서 다주택 소유자의 임

소득을 과세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임 차계

약의 주요내용을 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 임 주택법상 주택을 임 하려는 자의 등록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임 주택법 

제6조 제1항)으로 되어 있어 임 사업자 리의 

제가 되는 기  자료의 확보마  어려운 실정

이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재와 같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 하려는 자’에서 ‘ 리를 

목 으로 주택을 임 하려는 자’로 등록 상자를 

확 하고 등록을 강제하거나 ‘1세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을 임 하려는 자’는 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 사업자 등록 상

이 아닌 자도 소유주택을 임 하고자 할 경우 임

의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임 주택법과 동법 시행

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 사업

자 등록의무를 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의등록자에 해서는 추가 인 혜택을 부

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 주택법상 주택임 를 하려는 자의 등록

사항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경우 안

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2006년 1월 1일부

터 시행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

2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 이 1호(戶) 는 1세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을 말한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22) 세보증 이 비과세됨에 따라 주택 월세  상가임 와의 과세불형평성이 래되고 세보증 을 돌려 다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주택 

투기에 해 조세가 억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 , 그리고 주택임 의 부분이 세형태라는 을 감안시 주택임 소득에 한 과세

의 실효성이 히 하되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세보증  등에 한 간주임 료도 임 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었으나, 

과세포착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징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 그 다면 용 상을 굳이 1세  3주택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1세  2주택자부터 과세하되 공제 액을 3억원으로 하는 것이 간명하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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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 임 차계약은 부분 개업자를 거쳐 이

루어지게 되므로 개업자에게 임 차계약에 

한 주요내용(임 인과 임차인의 인 사항, 보증

, 월세액, 계약기간 등)을 주택 소재지를 할

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

고, 신고 청은 신고된 내용의 정성 여부를 검

증하기 하여 임 차 지 증명자료의 제출

을 계약당사자 는 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

도록 하며, 이를 반하여 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다.  다른 방안으로는 확정일자25)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26) 는 월세 수증27) 신고를 

해 임차인이 계기 에 제출한 임 차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임 소득자와 해당 임 소

득을 악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둘째, 이창무(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체 임차가구의 48%는 개인소유의 단독․다가

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28) 다가구주택을 임 하는 경우 사실상으로

는 수인의 임차인에게 각각의 1주택을 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임 소득 과세에 어려움을 

래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도 독립된 출입

문을 갖추고 다른 세 와 공동으로 유하지 않

은 건물 부분은 1주택으로 보고, 3세  이상을 

임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1세  이상 임 되

는 경우에는 에서 살펴 본 1세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을 임 하려는 자와 동일

하게 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여 과세 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임 에 하여 재는 임 소득

의 크기에 계없이 모두 종합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임 소득자의 세부담이 과 하고, 이러한 

세부담은 세입자에게 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택임 소득에 해 과세하되 세부담의 

진 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임차인에게 세부담

이 가되어 세  는 월세의 인상으로 이어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단기

으로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소득과 3주

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 에 한 간주임 료에 

해 모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

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

는 상황을 지켜보아 장기 으로는 일정 액

( :2,000만원) 이하는 분리하세하되, 일정 

액을 과하는 임 소득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분리과세

를 하든 종합과세를 하든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일정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

세임차인의 경우에는 행의 월세소득공제29)

를, 세임차인에게는 행의 주택자 공제제

도30)를 확 하되 고액임차인의 부당한 소득공

제를 방지하기 해 총 여액에 따라 공제율과 

24) 장기용,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한 조세법  방안”,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1.12, 제47집, pp.121-123.

25)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한 것으로, 공증기 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 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는다.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주택임 차계

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해 계약서에 도장을 어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 차계약 체결이나 입신고 등을 할 

때 필요하며, 제3자와의 계에서 완 한 증거력을 갖는다. 필요한 서류는 임 차( 세 는 월세)계약서 원본이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26) 월세소득공제를 용받기 해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 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  증명서류( 수증, 계좌이체 수증, 무통

장 입 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7) 2009년 2월 4일 이후 지 하는 주택임차료에 해서는 임차인이 임 인으로부터 수증을 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국세

청 수증 홈페이지 는 세무 서에 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 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차료도 수증 발 액에 포

함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 차기간동안 임 인이 아닌 국세청장 명의로 임차인에게 수증을 

발 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수증홈페이지에서 월세 수증 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8) 이창무, 게논문, p.88.

29) 과세기간 종료일 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 의 세 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해당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 액이 4,000만원을 과하는 자는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를 하여 지 하는 월세액  60%를 최  500만원까지 

월세소득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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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를 달리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31) 

넷째, 다주택자가 임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부여되는 세제상의 혜택도 많지만, 건강보

험료 등 조세비용의 증가와 종합과세시 종합소

득 과세표  상승으로 인한 한계세율의 상승 등

으로 부담 비용이 증가하여 세후수익률이 낮아지

게 되고, 유인효과보다는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다주택

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해서는 임 소득 

과세로 인한 추가 인 세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주택임

소득에 하여 당분간 모두 율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세의 

경우 월세 수입을 포기하고 양도차익으로 수익률

을 달성하는 구조로 양도소득세가 징수되는 상황

에서 세 에 한 간주임 료에 해 소득세가 

징수되는 것은 실질 으로 이 과세의 성격을 내

포하고 있으므로, 임 주택의 소유기간  임

소득에 한 소득세가 납부된 보증 ( 세 ) 부

분은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의 부

담을 여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32)

다섯째, 주택분 간주임 료 계산시 “보증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  

등의 수가 큰 주택의 보증  등부터 순서 로 

뺀다”는 규정은 3주택 소유자 간의 과세형평성뿐

만 아니라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환되는 과

정에서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더욱

이 임 황에 따른 세부담의 유․불리를 떠나 

경제  실질의 변화가 없음에도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 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는 3억원의 공제 액을 순서

와 계없이 임 보증 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3) 

여섯째, 다주택자의 임 사업자로서의 순기

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련 세율의 실 인 

조정과 함께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나라에서 를 찾기 어

려운 일종의 부유세34)로서 장기 인 가격안정 

효과도 의문시되고 과세 상이 특정 부동산 보유

에 국한되어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35)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 주택시장의 특

징  상과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인 민간임 주택사업자로서의 다주택자에 

한 제도권 내에서의 순기능  역할 제고와 주택

임 소득에 한 합리 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인

식을 기 로, 행 법․제도의 문제 과 미비 , 

그리고 이에 한 합리 인 개선  보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의 과세 리를 해서는 임

30) 과세기간 종료일 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 의 세 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하여 차입한 액(

부업 등을 경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총 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가 차입한 액에 한함)의 원리  상환액의 

40%를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1호).

31) 세 이나 보증 의 경우는 소득공제 상에서 제외하여 세계약보다는 월세계약이 상 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필요가 있다

는 주장도 있다(이창무, 게논문, p.211). 

32) 재도 건설임 주택을 5년 이상 임  후 양도하는 경우와 매입임 주택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임 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 한 임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함)  10년 이상 임 한 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호 이상의 주택을 

임 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33) 황규 ․임승연, “주택의 간주임 료에 한 세법규정의 개선방안”, 세무와회계 , 한국세무학회, 2011.12, 제12권 제4호, pp.475-482.

34)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액이 일정 액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과 생산자보다는 부동산 과다보유 개인을 주로 상으로 한다는 

에서 랑스의 부유세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지만, 과세 상이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고 소유자의 부채는 감안하지 않는다는 에서 

랑스의 부유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5) 김경환, 게논문,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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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반한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내용을 포함한 

임 주택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임차가구의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서도 다주택자와 동

일하게 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여 과세 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임 소득에 해 단기 으로는 

모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장기

으로는 일정 액( : 2,000만원) 이하는 분

리하세하되, 일정 액을 과하는 임 소득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세부담 가로 인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임차인에게 행의 월세소득공제 는 주택자

공제제도를 확  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넷째, 다주택자의 수익성 보장을 해 임

주택의 소유기간  임 소득에 한 소득세가 

납부된 보증 ( 세 ) 부분은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여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간주임 료 계산시 보증 에서 빼

는 3억원의 액에 한 용순서 규정은 3주택 

소유자 간, 그리고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환

되는 과정에서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

며, 임 황에 따른 세부담의 유․불리를 떠나 

경제  실질의 변화가 없음에도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3억원의 공제 액

을 순서와 계없이 임 보증 의 합계액에서 공

제하는 것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다주택자의 임 사업자로서의 순기

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련 세율의 실 인 

조정과 함께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개인 민간임 주택사업자

인 다주택자의 제도권 내에서의 순기능  역할 

제고와 주택 임 소득에 한 합리  과세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다주택자가 제도권 내

에서 민간임 주택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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