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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반 국민은 부동산이 재산불평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불평

등 연구가 자가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귀속소득과 자본이득의 상당 부분

을 누락한 채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소

득이 과소 추산된 원인을 밝히고, 모든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하

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동산소득을 추산하였다. 추산 결과 2007~2015년에 발

생한 부동산소득은 경상 GDP의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

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누가 그것을 향유했을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결책으로,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단점을 보완한 국토보유

세를 도입하고 추가 세수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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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95%가 

순수혜 가구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한 정

책은 종합부동산세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현 가능성

도 높아서, 한국 보유세 정책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 부동산소득, 불평등, 국토보유세, 토지배당,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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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는 불평등 해소다. 불평등은 재산불평등과 소득불

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실 둘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 소득

불평등은 저축여력의 차이를 만들고 저축여력의 차이는 재산불평등으로 이어

지며, 재산불평등은 다시 소득불평등을 낳는다. 왜냐하면 재산도 결국 소득, 

즉 재산소득을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산이 낳는 소득불평등은 다시 저축여

력의 차이를 가져와 재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러므로 재산을 모두 소

득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불평등 심화’를 ‘소득불평등 심화’로 불러도 상관없

을 것이다. 

오늘날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세 가지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열위가 초래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노동 내부의 임금불평등 심화, 취

약한 복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재산에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

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동산소득과 관련된 소득불평등 연구는 부동산

소득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소득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핵

심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흐름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해도 수긍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부동산소유 불

평등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 해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 진단이 필수다. 만약 소득불평등

을 초래하는 원인에서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하다면, 노동소득분

배율 제고와 동시에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를 확충하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소득 역시 소득불평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동산소득이 초래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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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Ⅱ장에서는 부동산소

득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산한다. 기존 연구와 다른 방법으로 2007~2015년 9년

간 부동산소득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이고, 기존 연구가 부동산소득을 

과소 추산한 이유를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부동산소득이 초래한 불평등을 해

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제시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

시 방법과 예상 효과를 제시한다. 이 방안이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비해 어떤 

이론적 · 정치적 장점을 갖는지 구명하는 것도 Ⅲ장의 과제다. Ⅳ장에서는 이상

의 논의를 요약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결 방안의 의의를 밝힌다. 

II. 부동산소득 추산

1. 부동산소득의 정의

부동산소득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득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동산소득 = 자본이득 + 임대소득

먼저 자본이득부터 검토해보자. 자본이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을 뜻하는 잠재 자본이득이 그 하나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손에 쥔 소득, 즉 실현 자본이득이 또 다른 

하나다. 매매차익이라고 불리는 실현 자본이득뿐 아니라 잠재 자본이득도 소

득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포괄소득(comprehensive income)’이론으로 

정당화된다. 포괄소득은 헤이그(Haig)와 사이몬즈(Simons)가 정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헤이그�사이몬즈’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에 따르면 소득

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로 정의된다. 헤이그�사이몬즈 소득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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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과세는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크게 증진시키기 때문에, 많은 조세

학자들이 이 소득을 이상적인 소득 개념으로 여긴다(Hanna, 2006, pp. 

435�436).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에는 실제 소비 외에 자산 가치의 증가

가 포함된다.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와 관계없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

는 모든 원천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소득 범주에는 임금, 사업

소득, 임대료, 배당, 이자소득,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외에 자본이득(capital 

gains), 현물급여(fringe benefits), 그리고 귀속소득(imputed income) 등이 들어간

다(구찬동ㆍ오정일, 2011, p. 255). 풀어 말해서 부동산 잠재 자본이득을 소득

에 포함시키는 까닭은 그것이 각 경제주체의 경제력, 또는 경제상태의 차이를 

나타내주고 그것을 소득으로 포섭해야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매년 발생하는 잠재 자본이득과 실현 자본이득 둘 다 추산

하려고 한다. 

자본이득은 생산과 소비(소모)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자산가치 변동분이라

고 할 수 있다. 토지는 생산과 소모가 일어나지 않지만 건물은 지속적으로 건

설투자와 감가상각(고정자본 소모)이 이뤄진다. 토지의 자본이득은 두 시점의 

자산가액 차이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건물의 경우 자산가액 변동에서 건설투자

와 감가상각으로 인한 변동분을 제외해야 한다. 

그러면 임대소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해

서 발생한 소득만을 임대소득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가 소유 부동산

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즉 귀속임대소득(imputed rent)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포괄소득 개념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의 경

제상태 혹은 경제력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

히 살펴보자. 

우리는 임금소득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경제

력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가령 갑과 을 두 사람의 임금소득이 

동일하게 연 5,000만원이고 모두 월세 100만원(연간 임대가치 1,2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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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에서 산다고 해보자. 그런데 ‘갑’은 실제로 월 100만원짜리 월세에 살고 

있고, ‘을’은 집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의 임금소득은 같지만 이들의 경제력 혹은 경제상황은 다르다는 것이고, 이

것은 귀속임대소득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그 현실을 포착해낼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렇게 보면 갑의 1년 소득은 5,000만원이고 을은 6,200만원이 된다. 그러

면 이번에는 같은 가치의 건물에서 영업하고 연간 사업소득은 1억원으로 동일

한데 ‘갑’은 무상으로 취득한 건물에서 영업하고, ‘을’은 월세(연간 3,600만원)

를 얻어서 영업한다고 해보자. 두 사람의 영업소득은 1억원으로 같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제력 혹은 경제상황은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포착해

내려면 마찬가지로 귀속임대료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갑의 

전체 소득은 부동산소득을 포함하여 1억 3,600만원이고 을은 1억원이 된다. 

영업용 건물의 소유 여부가 각 경제주체의 경제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는 ‘현실’이다. 

사실 주택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귀속임대소득을 국민소

득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고,1) 심지어 OECD 국가 중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

르크,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등은 주택의 귀속임대소득에 과세까지 하고 있

다(Andrews et. al., 2011, p.39). 대부분의 나라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

하고 있는 것도 귀속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적 과세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체 부동산소득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산하고자 한다.

① 부동산소득 = 실현 자본이득 + 임대소득

② 부동산소득 = 잠재 자본이득 + 임대소득

1)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UN의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은 주택

에 대해서만큼은 귀속소득을 국민소득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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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소득이 과소 추산되는 이유와 국민계정을 통한 부동산소

득 산출의 한계 

부동산소득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나면 지금까지 부동산소득의 규모 추산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먼저 

정의철 외(2009)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8~2004년 사이에 발생한 

부동산소득의 규모를 추산했다. 위 연구는 1998년 21.09조원, 2001년 36.05조

원, 2004년 59.44조원의 부동산소득이 발생했고, 가계소득 전체에서 부동산소

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1998년 2.19% 2001년 2.73%, 2004년 3.65%라고 주장했

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부동산 자본이득과 귀속임대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소득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킨 것이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

료를 활용한 것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

료는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와 조사대상, 

특히 부동산 고소득자들의 과소보고 가능성이 상존한다. 

두 번째로 장하성(2015)을 살펴보자. 그는 재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로 시장소득2)에서 재산소득3)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해

야 0.3~3%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데이터를 제시한다.4) 재산소유 불평등이 극

심한 것은 사실이나,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소득불평

등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사용한 통계는 ‘가계동향조

사’와 ‘가계복지금융조사’의 통계인데, 이 자료는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부동산소득 전체를 포괄하지도 못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부동산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자가 주택

의 귀속임대소득만 조사대상에 들어간다. ‘가계복지금융조사’의 재산소득에는 

2)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상표 사용료 및 인세

4) 더구나 임대소득에서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토지 임대료만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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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임대한 ‘임대소득’은 포함되지만 귀속임대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한계

를 지닌다. 그리고 둘 다 자본이득은 포함시키지 않는다(장하성, 2015, p.433 

각주 7). 

마지막으로 이병희 외(2015)를 살펴보자. 이 연구는 임대소득과 매매차익 

모두를 부동산소득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앞의 연구보다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각 용도별로 부동산소득을 계산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소득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자료를, 토지와 일반건축물의 실현 자본

이득은 국세청 자료를, 주택의 실현 자본이득은 �국토교통통계연보�가 제공한 

주택 거래량을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2013년에 개인이 향유한 부동산소득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은 25.3조원, 주택의 실현 자본이득은 7조 8,499억원, 

토지와 상가의 실현 자본이득은 각각 15조원과 4,146억원으로 도합 48.6조원

에 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계산의 오류와 누락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먼저 임

대소득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타인에게 임대한 소득만 포함시키고 있고 

귀속임대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택과 토지의 임대소득 역시 누락시켰다. 

그뿐 아니라 주택의 자본이득을 구하는 방식에는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다. 이 

연구는 �국토교통통계연보�가 제공한 2013년 주택 거래량이 전체 주택의 

7.6%라는 것을 활용해 당해 연도의 주택가격 상승분에 주택 거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자본이득을 구했는데, 이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려면 2013년에 매각

한 주택은 2012년에 매입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택의 매입 연도는 제각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

하면 주택에서 발생하는 실현 자본이득은 과소 추산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

로 토지와 상가의 실현 자본이득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구했는데, 주지하다

시피 국세청 자료는 비과세 대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과소 추산의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국민계정을 통해서 부동산소득을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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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까?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국민계정 내 소득계정에서는 자본

이득은 다루지 않고 임대소득 통계만 제공한다는 점이다. 소득계정은 경제활

동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몫과 이에 대한 분배율을 측정하는 게 목적인데, 자본

이득은 경제활동으로 증가된 가치가 아니므로 자본이득이 소득계정에 들어가

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소득은 어떻게 처리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행이 작성․제공하는 국민소득통계는 부동산 임대

소득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하나 검토해보자.

먼저 ‘재산소득’의 하위 항목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하나인 ‘임료’의 내부를 

들여다보자. ‘임료’는 전체 부동산의 임료가 아니라 ‘토지’5)의 임대료만 포함한

다. 게다가 귀속임대소득은 누락되어 있다. 다시 말해 주택과 상가의 임대료는 

재산소득의 ‘임료’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택과 상가의 임대소득은 ‘영

업잉여’ 항목에 들어가 있다.6)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귀속임대소득을 포함

시키는데 반해 상가의 귀속임대소득은 누락시킨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렇듯 부동산소득을 추산한 기존 연구는 자본이득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임

대소득 중 귀속임대소득을 누락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이 제

공하는 임대소득 자료도 임대소득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

인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동산소득 전체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5)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는 모든 토지를 뜻하지 않는다. 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되어 있다.

6) 홍민기의 분석에 의하면 (이병희 외, 2014, p.117) 2012년 기준으로 국민계정 상 가계의 

영업잉여 소득의 43.7%는 부동산 임대소득(실제 임대료 21.4%, 귀속임대료 22.3%)에 해당

한다(이를 제외한 56.4%는 자영자의 혼합소득). 이 비율을 2016년의 국민계정 가계 소득계

정에 대입하면 가계(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126.2조원 중 55.1조원은 부동산 임대소득

에 해당한다(실제 27.0조원, 귀속 28.1조원). 다만 해당 연구의 가계 부동산 임대소득 산출

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영업잉여 전체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고 여기서 법인분(국세청 

법인세 자료에서 부동산업의 영업잉여)을 빼서 가계분을 구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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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형 

소득 유형 
토지 주택* 비주거용 건물*

임대

소득

귀속 임대소득 미포함
“영업잉여”에 

포함
미포함

실제 임대소득 
재산소득 중

“임료“에 포함

“영업잉여”에 

포함

“영업잉여”에 

포함

자본

이득

잠재 자본이득 미포함(국민대차대조표에 포함)

실현 자본이득 미포함(국민대차대조표에도 미포함)

* 부속 토지를 포함함.

<표 2> 국민계정 내 소득계정이 포괄하는 부동산소득의 범위

3. 각 부동산소득 추산

(1) 잠재 자본이득 추산

한국은행은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매년 발생하는 잠재 자본이득(보유손익)을 

건설 자본이득과 토지 자본이득으로, 명목 · 중립 · 실질 보유손익으로 각각 구

분하여 작성․제공하고 있다(한국은행 ·통계청, 2014). 아래 <표 2>를 보면 2007

년에는 무려 543.3조원의 잠재 자본이득(명목)이 발생했고, 2010년에는 243.8

조원, 2013년 107.6조원, 그리고 2015년에는 198.2조원의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GDP 대비로 보면 2007년 52.7%에서 2008년 16.6%, 2013년 

7.5%로 감소했다가 2015년 12.7%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잠재 

자본이득의 변화가 큰 까닭은 2007년에 부동산가격 폭등이 최고조로 달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다가 2013년을 지나면서 다

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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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잠재 자본이득(명목) 추산
단위: 조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설 자본이득 143.3 120.6 62.9 119.6 103.1 30.8 22.7 23.3 12.5 

토지 자본이득 406.0 62.2 118.5 124.1 128.9 84.4 85.0 143.4 185.7 

합계 549.3 182.8 181.4 243.8 231.9 115.2 107.6 166.7 198.2 

합계/GDP 52.7 16.6 15.8 19.3 17.4 8.4 7.5 11.2 12.7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국민계정�국민대차대조표 –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별 보유손익(명목)

주: GDP는 명목치. 이하 모두 동일함.

(2) 실현 자본이득 추산

실현 자본이득을 정확히 구하려면 매각된 부동산의 매입시점과 가격을 알아

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부동산의 매입가격과 매입시점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기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책연

구원에서 생산하는 패널자료를 활용해왔으나 이것은 표본 집단의 대표성과 부

동산 고소득층의 과소기록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면 세금을 통해서 

추산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현 자본이득의 경우 가장 손쉽게 접

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이 생산한 양도소득세 통계다. 그러나 앞의 이병희 

외(2015)에서 검토했듯이 양도소득세 통계를 통해서 자본이득을 추정하는 것 

역시 한계가 크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비과세 대상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고,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

세 대상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비과세 감면 대상이 상당하다. 그리고 법인이 

누린 양도차익은 법인세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실현 자

본이득을 구하게 되면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실현 자본이득을 구하고자 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동산 평균 보유기간을 활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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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행히도 행정자치부가 발간하는 �지방세정연감�의 부동산 취득세에는 

비과세ㆍ감면 부분까지도 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매년 거래가 얼마만큼 이루어

지는지 추정할 수 있다. 취득세 통계를 통해 부동산 평균 보유기간을 산출해내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액(2010년까지는 

등록세액도 포함)을 평균 취득세율로 나누어서 그 해에 거래된 부동산 총액을 

구한다. 그 다음, 거래된 총액을 전체 부동산 총액으로 나누면 당해 연도에 거

래된 비율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평균 보유기간을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에 부동산 취득세액은 1조원, 취득세율은 2%, 전체 부동산가액은 

600조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해에 거래된 부동산 가액은 50조원(=1조원

/0.02)이고 연간 부동산 거래비율은 8.3%(=50조원/600조원)가 된다. 그리고 매

년 전체 부동산의 8.3%가 거래된다면 부동산 평균 보유기간은 12년(=100/8.3)

이 되는 셈이다.7)

이런 방식으로 2007년8)에서 2015년까지 매년 거래되는 비율을 부동산 취득

세를 통해서 구해보면9) 주택은 10.6~14.9%, 비주거용 건물은 10.3~19.0%, 토

지는 3.0~4.4%가 매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통해서 평균 

보유기간을 구하면 주택은 6.7~9.5년, 비주거용 건물은 5.9~9.7년, 토지는 

22.7~33.3년이 된다. 따라서 평균 보유기간을 주택은 8년, 비주거용 건물은 7

년, 토지는 27년으로 간주해서 계산하기로 하자.10) 토지와 건물(주택 및 비주

7) 어떤 부동산의 연간 거래 비율이 8.3%라는 것은 전체 중 1/12이 매년 거래되었다는 말인데, 

모든 부동산 소유자의 보유 · 거래 행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첫 해는 첫 번째 1/12이, 

둘째 해는 두 번째 1/12이, 셋째 해는 세 번째 1/12이 …… 열두 번째 해는 마지막 1/12이 

거래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의 평균 보유기간은 12년이 된다. 

8) 2007년을 시작 연도로 삼은 까닭은 그때부터 모든 부동산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했기 

때문이다.

9)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취득세 통계에서 실현 자본이득을 발생시키는 ‘유상취득’만 

계산하였음을 밝혀둔다.

10) 취득세의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로 분류된다. 여기서 주택은 그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

고, 건축물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 등의 건물분과 각종 토지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주택(부속토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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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용 건물)의 실현 자본이득 계산식은 각각 아래와 같다. 

토지  연도의 실현자본이득



 


 연도의자산가액   평균 보유연수

건물 연도의 실현자본이득



 

 
  



 




 투자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   자산량기타증감

이 산식을 이용해서 구한 실현 자본이득의 값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는 부동산 매각가액에서 매입 당시의 매입가액을 빼서 구한 명목치이다. 매

입 당시의 매입가액 대신에 보유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매입가액의 

현재가치를 사용하여 일종의 ‘실질’ 실현 자본이득을 구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는 <표 4>에 나와 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GDP 대비 비율은 분자에 물가상승 

효과를 배제한 값을 넣고 분모에 명목 GDP를 넣어 계산했기 때문에 실현 자본

이득의 비중을 상당히 과소 표현한 값이라는 데 유의하라.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택 147.6 157.6 166.2 164.8 162.5 153.0 141.4 129.1 113.8

비주거용 건물 85.6 91.1 87.1 89.4 91.8 84.4 74.9 63.2 64.5

토지 42.3 43.2 44.1 44.9 46.0 47.6 47.6 48.0 48.8

합계 275.5 291.9 297.5 299.1 300.3 285.0 263.9 240.3 227.0

합계/GDP 26.4 26.4 25.8 23.6 22.5 20.7 18.5 16.2 14.5

주: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은 부속 토지를 포함함.

<표 3> 실현 자본이득(명목) 추산
단위 : 조원, %

비주거용 건물(부속토지 포함), 토지(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제외)로 재분류해서 

평균 보유기간을 추산했다.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 상 건설자산의 일종인 토목건설과 그 

부속토지인 구축물 부속토지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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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현 자본이득(실질) 추산
단위 : 조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택 112.9 117.5 107.9 103.3 93.5 76.2 54.7 36.1 48.7 

비주거용 건물 64.8 55.3 51.5 51.9 48.8 33.9 16.0 22.5 27.0 

토지 38.9 40.1 40.9 40.9 41.1 41.9 41.1 40.1 39.1 

합계 216.6 212.9 200.3 196.0 183.3 152.1 111.8 98.7 114.8 

합계/GDP 20.8 19.3 17.4 15.5 13.8 11.0 7.8 6.6 7.3

<표 3>에서 보듯이 실현 자본이득(명목)은 분석 대상 기간 내내 200조원을 

상회했으며, 2007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잠재 자본이득(명목)을 능가하고 있

다. ‘실질’ 실현 자본이득의 크기도 잠재 자본이득(명목)에 많이 뒤떨어지지 않

는다. 잠재 자본이득이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현 자본이득

이 거래된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거래만으로 얼마나 많은 자본이득을 얻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임대소득 추산

부동산의 현 임대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료

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다. 상업용 부동산은 5~8%, 주

거용은 4~7%, 공업용은 4~6%, 농지는 2% 내외, 임야는 1% 내외인데, 여기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아 주택 4%, 비주거용 건물 5%, 주택의 부속 토지와 비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구축물 등에는 0.5%를 적용

한다. 이렇게 적용해서 추산한 결과는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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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임대소득 추산
단위 : 조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택 92.9 98.5 104.2 110.5 116.3 120.2 124.9 131.3 138.2

비주거용 건물 65.9 70.6 74.8 81.0 87.4 90.3 94.0 99.3 104.6

그 외 부동산 9.1 9.5 9.9 10.4 10.9 11.3 11.6 11.8 12.2

합계 167.9 178.6 189.0 201.9 214.6 221.9 230.4 242.4 255.1

합계/GDP 16.1 16.2 16.4 16.0 16.1 16.1 16.1 16.3 16.3

주: ‘그 외 부동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와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뿐

만 아니라, 국민대차대조표상의 건설자산인 ‘토목건설’도 포함되어 있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167.9조원이던 임대소득이 꾸준히 증가

하여 2015년에는 255.1조원에 달했는데, GDP 대비로 보면 16.0~16.4%의 범위

에서 소폭 등락하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이득이 큰 폭으로 등락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3> ~ <표 5>를 종합해 보면, 부동산 부자들

이 투기 장세에서는 시세 차액으로 이익을 얻고 안정기나 침체기에는 임대소

득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4. 전체 부동산소득 추산

그러면 이제 전체 부동산소득을 구해보자. 앞에서 우리는 부동산소득을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 우선 실현 자본이득(명목)과 임대소득의 총합부터 구해보

자. 아래 <표 6>이 그 결과인데, 2007~2015년 9년 동안 450~500조원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GDP 대비 비율은 2008년에 42.6%로 가장 높

았고 그 이후에는 경향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9년 내내 부동산소득은 GDP

의 30%를 초과했고, 9년 평균은 무려 37.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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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동산소득(실현 자본이득 + 임대소득) 추산
단위 : 조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현 자본이득 275.5 291.9 297.5 299.1 300.3 285.0 263.9 240.3 227.0

임대소득 167.9 178.6 189.0 201.9 214.6 221.9 230.4 242.4 255.1

합계 443.4 470.5 486.4 501.1 514.9 507.0 494.3 482.7 482.1

합계/GDP 42.5 42.6 42.2 39.6 38.6 36.8 34.6 32.5 30.8 

 

두 번째로 잠재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는 전체 부동산소득을 

구해보자. <표 7>에 의하면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던 2007년에 무려 717.2조원

이던 부동산소득은 2008년에는 361.4조원으로 격감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1년 446.5조원, 2015년에는 453.3조원이 되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2007에 68.7%로 제일 높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32.7.%, 32.2%로 떨어졌다가 잠깐 상승하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20%대로 

떨어졌다. 이 비율은 2014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2015년에는 30%에 

거의 육박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것은 잠재 자본이득의 변화였다. 2007년에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었을 때 최고조에 달했던 잠재 자본이득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가 2013년을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

이다. 이 부동산소득 비중의 9년 평균은 34.1%로 실현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의 

합에 약간 못 미치지만, 이 또한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소득이 엄청난 

규모였음을 보여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11) 

11)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잠재 자본이득보다 실현 자본이득이 더 큰 것에 대해서 의아하

게 생각할 수 있다. 잠재 자본이득은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실현 자본이득은 

거래된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잠재 

자본이득은 당해 연도 부동산 가액과 직전 해 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이지만, 실현 자본이득

은 당해 연도 거래된 부동산 가액과 7~27년 전 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이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보다 클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크게 둔화되어 잠재 자본이득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실현 자본이

득은 그렇지 않다. 2008년에 매각한 부동산은 7년, 8년, 또는 27년 전에 매입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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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동산소득(잠재 자본이득 + 임대소득) 추산

단위 : 조원,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잠재 자본이득 549.3 182.8 181.4 243.8 231.9 115.2 107.6 166.7 198.2 

임대소득 167.9 178.6 189.0 201.9 214.6 221.9 230.4 242.4 255.1

합계 717.2 361.4 370.4 445.7 446.5 337.1 338.0 409.1 453.3 

합계/GDP 68.7 32.7 32.2 35.2 33.5 24.5 23.6 27.5 29.0

이상에서 부동산소득에 대한 두 가지 정의에 따라 추산을 해본 결과, 우리는 

2007~2015년에 GDP의 30%를 초과하는 부동산소득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2014년 현재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가액 기준)

하고 있다는 것과, 2008~2014년 6년 사이에 상위 1%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은 

546조원에서 966조원으로 77%가 증가했고, 상위 10대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

은 18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무려 147%가 폭증했다는 것(김영주 의원실, 

2016)을 감안하면, 부동산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과다소유 개인 혹은 법인

이 향유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

인이었다.

<표 8>은 2015년 한 해를 대상으로 위의 결과를 부동산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소득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고, 다음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그리고 토지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택 정책에 대한 반응이 왜 그렇게 격렬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토지 주택 비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12.2 138.2 104.6

실현 자본이득(명목) 48.8 113.6 64.5

<표 8> 부동산 유형별 소득(2015년)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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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책으로서의 국토보유세

위에서 추산한 부동산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부

동산 자본이득만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자

본이득뿐만 아니라 지대도 불로소득으로 생각했다. 지주는 자본가나 노동자와 

달리 생산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지대만 걷어간다고 여겼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의 개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현 

자본이득 기준이건 잠재 자본이득 기준이건 GDP의 30% 이상에 달하는 엄청

난 불로소득이 부동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토지를 자산의 하나로 

인정하면, 부동산소득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매입가액의 이자를 뺀 부분을 불

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다른 자산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은 지주

의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매입가액의 이자를 포함할 때보다 줄기

는 하지만 여전히 그 규모는 상당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느 쪽으로 정의하

건, 그것을 차단하거나 환수하지 않으면 불평등 완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주택 151.3 144.1 180.2 184.5 176.4 172.4 177.8 176.1 181.0 

비주거용 

건물
97.5 93.7 107.6 115.8 117.4 113.7 115.1 111.3 125.7 

토지 30.7 26.8 31.9 32.4 30.9 32.6 34.9 35.8 39.4 

합계 279.6 264.6 319.7 332.7 324.6 318.7 327.7 323.2 346.2 

불로소득/

GDP
26.8 24.0 27.8 26.3 24.4 23.1 22.9 21.7 22.1 

주 : ‘부동산 불로소득’ = 실현 자본이득 + 순임대소득

(1) 실현 자본이득 = 부동산 매각가액 – 부동산 매입비용, 

(2) 순임대소득 = 부동산의 현 임대가치 – 부동산 매입가액의 이자

<표 9>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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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보유세의 장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지가 차액, 즉 자본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 부동산 자본이득세를 떠올린다. 우리나라

에서는 1974년 이후, 실현된 부동산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도입

되어 지금까지 부과되고 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함을 갖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꺼리게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

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세부담이 구매자에게 전가되어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

는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지대 소득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실현된 자본이

득의 일부만 환수한다는 점도 양도소득세의 한계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발생한 다음에 자본이득세로 환수하려고 하기보다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전 차

단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제대로 부과하는 것이다. 토지보유

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차지하는 지대 소득을 줄인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 부동산 자본이득도 줄인다. 양쪽에서 불로소득을 줄이는 작용을 하

는 것이다. 올바로 설계하면 양도소득세처럼 동결효과가 발생하거나 조세가 

전가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조세로서 토지보유세는 모든 조세 중에서 최상의 평가를 받는다. 토지

보유세는 제대로 설계할 경우 다른 세금들이 유발하는 경제활동 위축 효과를 

낳지 않고(중립성), 투명성, 경제성, 공평성 등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우수

하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알프레드 마셜, 아서 피구, 존 코먼

스, 콜린 클라크, 윌리엄 비크리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이 토지보유세의 우수성

을 인정하거나 적극 지지했고, 세금 자체를 혐오하는 시카고 학파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조차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는 ‘찬사’를 보냈다(전강수 2012,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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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본이득세도 부과하고 있고 토지보유세도 부과하

고 있다. 부동산 자본이득세로는 앞서 말한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부담금이 있다. 토지보유세는 건물에도 부과되는 부

동산 보유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국세로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재산세

를 부과하는 이원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전강수, 2011, 

p.81), 불로소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큰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을 구별하

지 않는 결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가볍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구조도 보유세 비중이 너무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은 기형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기적

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이 치부(致富)의 주요 수단이 된 것은 부동산 세

제의 결함과 무관하지 않다. 

노태우 정부는 종합토지세 도입으로, 김영삼 정부는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는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했

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

을 추진했다. ‘실효세율 1% 달성’이라는 목표는 그 때 노무현 정부가 내걸었던 

것이다. 그 결과 2007년과 2008년에는 “오랫동안 20% 전후를 오르내렸던 보

유세/부동산세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으며, 보유세/조세총액, 보유

세/지방세 비율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전강수, 2011, p.95).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만에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빌미로 종합부동산세를 포

함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대폭 축

소되었고, 세 부담은 크게 가벼워졌으며, 세수도 격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실

시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허물어뜨

렸으며, 부동산 거래세도 인하했다. 그 이전 역대 정부 가운데 보유세를 후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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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것도, 모든 부동산세를 완화한 것도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었다. 박근혜 정부

는 이명박 정부가 법안 통과까지는 시키지 못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

지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완성했다. 이명박 정부의 종합

부동산세 무력화 조처로 보유세 부담은 다시 가벼워져서 노무현 정부 이전 수

준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로, 미국(1.04%), 캐나다(0.91%), 일본(0.54%) 등 선진국에 크게 미달한다(남기

업 · 이진수, 2017). 

이런 상황에서 최상의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책으로 꼽히는 토지보유세를 다

시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좋은 내용을 가진, 그

러면서도 조세저항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에서 기념

비적인 업적으로 꼽을 만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세금폭

탄론’을 앞세운 조 · 중 · 동 등 보수 언론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책의 내용이나 추진 방법에도 실책이 있었다. 나대지, 영업

용 건물, 주택 가운데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단기간에 급격히 끌어올리고, 쓸데

없이 ‘대통령 대 강남’의 대결 구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해서 강남을 비롯한 

‘버블 세븐’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2005년 시가 상응 과세를 

구현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의 토지 · 건물 통합과세는 최상의 세금인 토지보유

세와 함께, ‘나쁜 세금’으로 분류되는 건물보유세까지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우수하고 조세저항도 완화할 수 있는 

세금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안한다. 국토보유세는 현행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

산세를 대체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토지에만 부과하고,12) 극소

12) 보유세를 토지에만 부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며, 재생산이 불가능한 물건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토지보유세를 제대로 징수해서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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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아니라 전체 토지보유자에게 부과한다. 조세저항 

문제를 염려하겠지만 그것은 국토보유세 세수 순증분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n씩 분배하는 토지배당으로 해결한다. 국토보유세는 현행 보유세 제도의 근

본 문제로 지적되는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누진과세한다. 토지보유세를 모든 토지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할 경우 조세

의 중립성이 구현되지만 용도별 차등과세를 할 경우에는 토지 이용에 왜곡이 

발생해서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게다가 지금

의 용도별 차등과세는 주택 따로, 별도합산 토지 따로, 종합합산 토지 따로 나

누어 각 범주 내에서 인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부동산을 두루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며, 특히 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를 많이 보유

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세 부담을 가볍게 만든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종합부

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의 전체 윤곽에 대

해서는 <표 10>을 참조하라.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해야 한다. 둘째, 토지가치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것은 토

지소유자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정부 정책 덕분이다. 셋째, 토지에만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건물은 인간 노력의 산물이다. 건물에 세금을 부과하면 건축 

활동이 위축되지만,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면 투기적 보유가 억제되고 토지를 더 효율적으

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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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국토보유세

과세대상 토지+건물 토지

용도별 

차등 과세

주택,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로 용도 구분 차등 과세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과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인별합산 인별 합산 인별 합산

과표 및 

세율
용도별로 과표 및 세율 상이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0.1 

1억원 ~ 5억원 0.3 

5억원 ~ 10억원 1.0 

10억원 ~ 50억원 1.5 

50억원 ~ 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2.5 

비과세 ․감면 있음 폐지

특이사항 국토보유세에서 토지분 재산세 환급

<표 10> 국세 보유세 개편 내용 

2.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과 그 효과

이제 국토보유세 도입 방안, 세수 추계, 그리고 재분배효과를 중심으로 국토

보유세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국토보유세 도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 첫째, 현행 국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다. 둘째, 지방세인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한

다. 셋째, 재산세 납부액 중 토지분은 환급한다. 넷째, 전국에 소유하는 모든 

토지를 용도 구분 없이 인별 합산해서 과세한다. 다섯째, 전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여섯째,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13) 일곱째, 비과

13)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가와 괴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별·지역별로 그 괴리 정도, 

즉 과표 현실화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토보유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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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여덟째,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른 세수 순증

분은 모든 국민에게 1/n씩 토지배당으로 분배한다. 

<표 10>에서는 국토보유세 세율체계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이 모델은 참

여정부 당시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를 참조하여 한번 작성해본 것이다. 실

제 추진 과정에서 다른 세율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표 11>

은 이 모델을 2012년 과세 통계에 적용하여 국토보유세 세수를 시산한 결과이

다.14) 

<표 11> 상의 수치는 토지분 재산세를 환급하기 전의 국토보유세 세수인데, 

개인 소유 토지에서는 16조 3,383억원, 법인 소유 토지에서는 3조, 3,136억원, 

둘을 합쳐서 총 19조 6,5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토지분 재산세 해당

분이 5조 150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차감하면 국토보유세 실제 징수액은 14조 

6,370억원이 된다. 2012~2015년에 공시지가가 12.5% 상승했기 때문에 2018년

까지는 20%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가 그것에 비례해서 변화하는 것

으로 보면, 2018년의 국토보유세 수입은 17조 5,640억원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국세 보유세 세수 감소를 약 2조원으로 보아서 그것을 빼주면 국

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분은 약 15.5조원으로 추산된다. 

은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14) 본 논문에서 2012년 통계를 사용한 까닭은, 5년마다 토지소유 통계를 발표하는 국토교통부

가 2013년 11월에 2012년 통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았

고, 비과세ㆍ감면은 없는 것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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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토보유세 세수 시산 결과

개인

 과세표준  세율(%) 대상자수(명)  세액(10억원) 

 1억원 이하 0.10 10,846,015 418.3 

1억원 ~ 5억원 0.30 3,762,858 2,634.0 

5억원 ~ 10억원 1.00 463,655 1,901.0 

10억원 ~ 50억원 1.50 234,466 8,511.1 

50억원 ~ 100억원 2.00 13,074 1,520.5 

100억원 초과 2.50 4,646 1,353.4 

계 15,324,714 16,338.3 

법인

 과세표준  세율(%) 대상자수(명)  세액(10억원) 

 1억원 이하 0.1 41,227 1.5

1억원 ~ 5억원 0.3 37,644 26.4 

5억원 ~ 10억원 1.0 18,071 74.1 

10억원 ~ 50억원 1.5 27,507 998.5 

50억원 ~ 100억원 2.0 4,750 552.4 

100억원 초과 2.5 5,701 1,660.7 

계 134,900 3,313.6 

이 세수 순증분은 전액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토지배당으로 분배한다. 2018

년 추정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연 30만원이 된다. 이 토지배당은 다른 배당과 

결합하여 기본소득을 구성할 수 있다(전강수 ·강남훈, 2017). 이와 같이 국토보

유세 수입을 전액 토지배당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토지는 천부 자원

으로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할 공유자산의 성격을 갖기 때문

이다. 마치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수만큼 배당을 지급하듯, 우리나

라 국토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아 거기서 생기

는 수입은 모든 국민에게 1/n씩 나누어 배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토의 실질적 주인의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라는 정치적 정체성은 경제적 정체성으로까지 승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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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국토보유세 세수 순증분을 토지배당으로 지급하면 제도 도입의 수혜자는 자

신이 누리는 혜택이 바로 그 세금 때문임을 직접 인식하게 된다. 수혜액이 얼

마인지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만일 전체 국민의 다수가 제도 도입으로 순수

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들은 당연히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의 도입을 지지할 

것이며 소수의 부담자들이 펼치는 조세저항에 대해 강력한 방파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밀집한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좌초한 것은 그 세금의 수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리는 혜택이 어디서 왔는지 인식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세

저항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토보유세는 종합

부동산세보다 우수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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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8% 9%

�285.8 �170.4 �150.0 �150.0 �147.4 �145.9 �137.2 �129.7 �120.0 �120.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0.0 �120.0 �120.0 �120.0 �120.0 �118.7 �118.0 �117.4 �117.3 �117.2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17.1 �115.2 �113.9 �111.2 �108.5 �106.5 �104.5 �102.1 �99.7 �97.8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94.9 �92.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89.1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88.2 �87.4 �87.3 �87.2 �86.6 �84.3 �81.8 �80.1 �78.0 �75.8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72.8 �70.6 �66.2 �60.1 �60.0 �60.0 �60.0 �60.0 �60.0 �60.0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60.0 �59.1 �58.5 �58.0 �57.4 �57.4 �57.2 �57.1 �55.3 �53.4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50.5 �48.5 �45.4 �42.6 �39.7 �33.9 �30.0 �30.0 �30.0 �3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30.0 �30.0 �30.0 �30.0 �30.0 �30.0 �29.7 �29.0 �28.3 �27.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7.2 �25.3 �21.2 �17.0 �11.9 �0.1 29.3 97.7 231.3 604.4

100%

9226.0

<표 12>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도입에 따른 백분위 가구별 순수혜액 시뮬레이션 

<표 12>는 통계청의 ‘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토보유

세를 걷은 후 토지배당을 지급할 경우 백분위 가구별 순부담(국토보유세 금액 

� 토지배당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15) 이 데이터는 전

15) 전강수 · 강남훈(2017)은 같은 방법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생애주기별 배당, 특수배당,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백분위 가구별 순부담을 시뮬레이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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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1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소득 등을 조사한 것으

로, 국토보유세 부과와 토지배당 지급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에 적합하

다.16) 

<표 12>에서 %는 순부담의 하위 백분위 가구 비율을 가리키며 그 아래 수치

는 순부담 금액을 나타낸다. 순부담이 마이너스이면 순수혜 가구이다. 예를 들

어 하위 1%번째 가구의 순수혜액은 170.4만원이고, 99%번째 가구의 순부담액

은 604.4만원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도입으로 전체 

가구의 95%가 순수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은 일종의 부동산 가격 자동안정장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세금도 증가하고 배당도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들고 배당도 감소한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여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는 국

토보유세가 증가하고, 전 국민의 토지배당이 증가할 것이다. 특정 지역 가격 

상승의 이득이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일반 국민은 부동산이 재산불평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중요

한 원인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희귀하다. 부동산소득이 소득불

평등의 미미한 변수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16) 자료에는 건물가치와 토지가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된 부동산 가치의 0.64를 토지

가치라고 가정하였다. 0.64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에 나타난 주택 토지분 가치 총액을 주택 

전체 가치 총액으로 나누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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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진단이 필수인데,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

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

등의 주된 원인임을 밝히고, 부동산이 초래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책과 

대책의 예상 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기존 연구가 부동산소득을 과소 추산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소득에 자본이득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임대

소득 중 귀속임대소득을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동산소득 연구

가 주로 사용하는 자료, 다시 말해서 국책연구기관이 제공하는 패널 자료가 

과소 추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패널 자료의 표본조사를 통한 자료 생산은 대표

성의 문제와 부동산소득 과소 보고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전체 임

대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진 한국은행의 자료도 임대소득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취득세

를 활용하여 ‘평균 보유 기간’을 구하고 부동산 전체의 실현(혹은 잠재) 자본이

득과 (귀속소득까지 포함한) 임대소득을 구하여 부동산소득 전체를 추산한 것

이다.

둘째, 부동산소득 추산 결과, 우리는 2007~2015년에 GDP의 30%를 초과하

는 부동산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동산 매입가액의 이자를 뺀 부

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GDP의 20%를 초과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매년 발생했다.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게 편중된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가 그것을 향유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부동

산소득은 그 규모와 부동산 소유 불평등 정도로 볼 때 분명히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다.

셋째,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비

와 임대료를 하향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토지보유

세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다.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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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토지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지배당

과 결합된 국토보유세를 제안하였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할 경우 

95%의 가구가 순수혜를 입게 된다. 모든 가계가 합리적인 투표를 한다면 국토

보유세와 토지배당에 대해서는 95%가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설령 일부 

반대 여론에 휘둘려서 처음에 지지율이 낮다고 할지라도 일단 한 번만 국토보

유세를 내고 토지배당을 받아보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대료의 하향 안정화는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들을 ‘국토보유세 

+ 토지배당’정책의 탄탄한 지지 세력으로 만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토보유세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결함을 보완한 더 나은 보유

세일뿐 아니라, 평등지권의 이상17)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며, 조세저

항 완화 장치를 내장하여 보유세 강화 정책에 새로운 지평을 연 세금이다. 소

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 지대 추구 경향이 온 나라를 사로잡

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현 상황에서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의 도입을 늦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기본소득제와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17) 토지, 자연자원, 환경 등 천부자원은 공유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 모든 국민이 평등

하게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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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is often regarded as the main source of wealth and income 

inequalities in Korea. Yet, there is little research that focuses on real estate as the 

major contributor to income inequality. Most research work has excluded 

substantial part of imputed rental income from self�owned real estate and all the 

capital gains when calculating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 

behind the underestimation of real estate income and provides an alternative way 

to estimate real estate income that includes all of imputed rental income and 

capital gains. The result shows that the annual share of real estate income was 

greater than 30% of nominal GDP in Korea during our study period(2007�2015). 

As real estate ownership is concentrated in Korea, it is inevitable that the large 

portion of real estate income is appropriated by the few households and firms.

This paper suggests that collecting the national land holding tax and using its 

revenue as a funding source of land dividend, which is equally distributed to all 

citizens, can provide a solution to the current problems. Our analysis on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policy shows that 95% households in Korea be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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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net beneficiaries. As this set of policy not only improves the current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ut also has higher political feasibility that comes 

from its redistributive effects,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strong alternative to 

Korea's real estate tax system.

Key�words: real estate income, inequality, national land holding tax, land dividend,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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