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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2022년 4월 1일(금) 매 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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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걱정없는세상연대

<성 명>

윤석열인수위는부동산정책의실패를임대차

3법에떠넘기지마라!

주택임대차 3법세입자주거권보장위한최소한의안전망

부동산폭등은정부의집부자감세등정책실패에서기인함

신규계약도계약갱신권적용전월세인상률상한 5%도입하라

 윤석열 인수위에 이어 법무부조차 임대차보호법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효시가 되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임대차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계획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던 세입자들
의 주거 안정성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로 임
대 매물의 전월세값 조작을 방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입자가 투명한 보증금 정보에 다
가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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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다. 신규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 
상한 5%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와 집주인 꼼수로 계약갱신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독소 
조항 등을 보완해서 주거권 보장의 방향성을 강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전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 3법을 숙지하고 활용하게 된지 고작 2년 
지나고 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제도의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음은 
차치하고라도, 집값 폭등의 원인을 임대차3법에서 찾는 뻔뻔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부동산 폭등의 첫 번째 원인은 정부여당의 오락가락한 부동산정책 집행 신호와 부자 감
세다.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을 투기세력에게 심어주었고, 대선 시기에는 국민의힘과 앞 
다투어 부동산 감세를 공약하며 시장 지향 방향성을 틀어쥐었다. 여기에 임대인 특혜, 주
택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영향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한 마디로 집값을 제대로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박약과 갈대처럼 흔들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법무부의 제잘못 떠넘기기 식의 임대차3법 깎아내리기를 규탄한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인수위의 시장 중심적인 부동산 정책 접근에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인수위는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3법을 보완하고 세입자 주거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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