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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중국 부동산가격 억제정책 강화

이소양 연구원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들어 전국 일반분양 주택 판매면적 및 판매금액이 대폭 상승했으며 

부동산 개발 투자금액 및 주택착공 면적도 크게 증가함.

 1~2월 전국 일반분양 주택1) 판매면적 및 판매금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9.5%와 77.6% 증가한 

1억 471만 제곱미터와 7,361억 위안을 기록함.

- 이 중 전국 상업주택의 판매면적 및 판매금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5.2%와 87.2% 상승한 

9,494만 제곱미터와 6,301억 위안을 기록함.

 1~2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금액은 6,67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했으며 투자금액

의 증가율은 2012년 4월 이후 처음 20%를 돌파하고 연간수준 대비 6.6%p 상승함.

 또한 1~2월 전국 주택착공 면적은 2.3억 제곱미터로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했으며 주택착공 

면적 증가율은 2012년 4월 이후 처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됨.

 한편,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 전국 일반분양 주택과 상업주택의 평균가격은 각

각 7,030위안/제곱미터와 6,637위안/제곱미터로 전년동기대비 18.8%와 20.6% 크게 증가함.

- 이 중 2013년 1월 중국 100대도시 상업주택의 평균가격은 전월대비 1% 증가했으며 상업주택 

평균가격의 증가율은 2년만에 처음 1%에 달함.

 3월 1일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자의 투기적 수요 억제와 서민층의 실

수요 충족을 중심으로 일련의 고강도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을 발표함.

 투기적 수요 억제정책은 주택구입자자격 제한정책 시행지역 확대, 두 번째 주택(1가구 2주택) 이상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선수금비율 인상, 전국 부동산정보 등기시스템 통합, 부동산 보유세 도입

지역 확대와 부동산 양도세 시행기준 강화를 포함함.

 서민층의 실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 시행, 염가주택의 건설 및 주택토지의 

공급 확대 등 정책은 마련됨.

1) 일반분양 주택은 (주거용)상업주택, 오피스 빌딩 및 영업용 빌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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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일련의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은 발표되었으나 실시세칙 제정 소요 시간이 있어서 각 지방정부

의 본격 도입 시간은 미발표됨.

 이로 인해 3월 4일~8일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의 영향을 받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하락했으며 부동

산 양도세 등 거래비용 회피를 목적으로 주요 도시 기존주택의 거래량이 대폭 상승함.

 지난 3월 4일~8일 상하이종합지수의 부동산 업종지수가 8.44% 급락했으며 상하이종합지수도 

1.73% 하락함.

 중원그룹연구센터에 따르면 3월 4일~8일 북경, 상해, 광주, 심전, 천지 및 성도 등 6대도시 기존

주택의 거래면적은 301만 제곱미터로 전월대비 71%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2012년 이래 최고 주간 

거래량 수준임.

 부동산가격 억제정책 강화로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면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도시화 진전에서 실수요가 급증하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는 의견도 제기됨.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 중국 경제성장률의 회복국면 진입에 수반되는 정상

적인 현상이고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함.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2년 전국 15~59세 노동인구는 사상 처음 감소했으며 노동인구 

수는 9억 3,727만 명으로 전년대비 435만 명이 축소됨.

 앞서 2012년 말 중국당국은 경제성장 모델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중심형으로 전환하는 조치인 도

시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51%인 도시화율을 2020년까지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제기함.

- 동 목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 도시 인구는 2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 시장의 동향 변화가 건설업 등 관련 산업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관련 국내기업들이 중국시장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중국 부동산업 및 관련 산업 투자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2009년에 23%를 기록했으나 

부동산시장 위축과 함께 2011년에 15% 수준으로 하락하였음.2)

(신랑망, 신화망 등)

2) 중국 부동산시장규제의 주요 내용 및 영향, 한국은행, 제201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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