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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번 빌리려고 10년 넘게 기다려야하는 스웨덴 사람들

아파트 임대를 위한 10년의 기다림

스톡홀름은 주택 부족과 씨름하고 있는 많은 스웨덴 도시들 중 하나일 뿐이다.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 대기시간도 굉장히 길다. BBC에 따르면 스톡홀름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평균 입주 대기 시간이 약 9년이라고 한다. 인기가 많은 지역은 그
두 배가 된다고도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특히 젊은 스웨덴 사람들에게 현재 주택 상황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스웨덴이 세계 2
차 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임대료 규제 정책을 수십 년 동안 수용한 데서 비롯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스웨덴에서는 공공 임대와 민간 임대, 즉 모든 임대단위가 규제 대상"이
라고 보도하면서 "모든 임대료를 정부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렵게 계약을 따낸 사람들은 평생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
면, 나쁜 점은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결과 제한된 주택 공급으로 이
득을 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동산을 전대하게 되는 중고시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BBC는 임대료 관리 대책은 집주인들이 "장기적인 수익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
지만, 시장 불안정과 연고가 적은 다른 시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오히려 집주인들에게 보
상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임대 아파트는 친척과 친구에게 양도되

는데, 이는 기존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새로운 수요자들이 힘들
어진다"고 말한다.

임대료 규제: 매번 되풀이되는 이야기

임대료 규제 때문에 주택 부족에 허덕이는 나라는 스웨덴뿐만이 아니다. 경제학자인 토
머스 소웰은 그의 저서에서 호주에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스웨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의 임대료 규제 정책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대료
통제는 주택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임대료 통제는
보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주택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도 임대료 통제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소웰이
제시한 한 예는 스웨덴인데, 1950년대에는 스웨덴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주
택을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평균 대기 시간이 40개월에 달했다.

임대료 규제, 사양하겠습니다

주택 부족과 높은 가격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더 많은 주택 공급과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 그 뿐이다. 대대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더욱 증폭되었던 주택 시장의 불안
정성은 시장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 규제법은 오히려 주택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에 공급을 더욱 감소시키고 질
낮은 주택으로 이어질 뿐이다. 스웨덴의 사례를 보고서라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주택
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정치적 이슈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분명해진다.
다행히 유럽의 주택 문제는 경제학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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