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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집값이 왜 비싼가?
: 홍콩 주택시장의 구조와 특성
김수현*

Why are houses so expensive in Hong Kong?
: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ng Kong housing market
Soo-hyun Kim*

1)
요약： 최근 홍콩 주택시장은 계속되는 가격상승과 높은 주거비, 낮은 주거수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
은 홍콩 주택시장 상황은 제한된 토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에다 막대한 중국의 자본유입, 그리고 중화권 특유의 부동
산에 대한 집착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연구 차원에서는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홍콩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 조사와 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정리(literature review)
했다. 동아시아 주택체제론,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주택의 금융(상품)화(financialization of housing)론 등
을 살펴보았고, 홍콩의 특수한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형 경제와 유동성 문제, 또 특유의 토지공급 시스템
등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홍콩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제어： 홍콩 주택시장, 동아시아 주택체제, 주택의 금융화, 홍콩 토지제도
ABSTRACT： The recent Hong Kong housing market is well known for its soaring prices, high housing
costs, and low housing conditions. This situation in Hong Kong's housing market is generally regarded
as affected by limited land, massive direct investment from mainland China in the global financial
center, and an obsession with real estate unique to Chinese culture. However, in terms of housing
research, a more systematic approach is required. This study reviews all possible surveys and studies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ng Kong housing market and housing policy. To this end, the
theory of the East Asian housing system and the theory of financialization of housing were reviewed. In
addition, in order to understand Hong Kong's specific conditions, a small open economy, excess
liquidity issues, and a unique land supply system were also reviewed.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Korea
were presented.
KeyWords：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ocial welfar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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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로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있어 강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홍콩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본
Kong

적으로 국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반면,

the

복지수준은 비슷한 경제단계의 서구에 비해 낮고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华人民共和国香

이를 가족이 해결해온 특징이 있다. 주택의 경우도

港特别行政区, 이하 홍콩)1)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계자산으로서 취약한 국가복지를

도 송환법 반대시위, 중국 정부의 보안법 입법 등

보완하고 대체하는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으로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가족주의, 자

시위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하나로 청년들의 높은

가소유 지향, 높은 주택자산 비중 및 상대적으로

주거비와 열악한 주거사정이 거론되기도 했다

높은 주택가격을 설명하는 논리가 되어 왔다

(KBS뉴스, 2020.5.26.; 2019.8.16.; 경향신문,

(Ronald & Chiu, 2010; Ronald & Doling,

2014.10.29.; 조선일보, 2019.7.8.; 동아일보,

2010). 이런 상황에서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

2019.9.24.). 실제로 홍콩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환되던 시점인 1997년에 마침 아시아 금융위기가

다른 도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부동의 1위이며

발생하면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택가격이

(Bloomberg, 2019.1.21), 우리나라의 고시원이

급락하게 된다. 특히 홍콩의 주택가격은 2003년

나 쪽방보다 열악한 Subdivided Unit에 20만 명

사스(SARS) 사태까지 겪으면서 약 7년간 고점 대

이상이 거주하는 실정이다(Census and Statistics

비 1/3 수준으로까지 하락한다. 이를 계기로 홍콩

Department, 2018).

의 주택정책은 종전과 달리 본격적으로 시장화, 자

홍콩
Special

특별행정구역(HKSAR,
Administrative

Hong

Region

of

그러나 한때 홍콩의 주택정책은 싱가포르와 함
께 개발도상국의 중요 모델로서, 홍콩 시내 판자촌

유화되는 길을 걷게 된다(Chiu, 2008; Huang &
Shen, 2017).

이 밀집되었던 지역의 이름을 딴 ‘쉑킵메이(Shek

그러나 2004년 무렵부터 오르기 시작한 홍콩의

Kip Mei, 石夾尾) 신드롬’2)으로 불렸던 적도 있

주택가격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하

다. 국가가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동자

기는 했지만 상승 추세가 2020년 초까지도 계속되

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함으로

는 중이다. 그 결과 홍콩은 “집값은 비싸고 주거의

써 경제성장을 가속화했다는 의미였다. 홍콩의 공

질은 낮은” 대표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다. 홍콩의

공임대주택은 많을 때(1991년) 전체 가구의 36.5

집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가 거주한 공간이었으며, 지금도 약 30%가 생활하

는 홍콩이 갖는 지리적 특수성(제한된 토지, 중국

고 있다. 또한 전체 홍콩 면적의 95%가 국공유지

으로부터의 인구유입),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에다

1) 홍콩은 1,111㎢의 면적에 261만 가구, 742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2019년, Census and Statistic Department Hong Kong 홈페이지).
서울은 각각 605㎢, 430만 가구, 976만 명이다(2019년, 내국인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2) 대표적으로 Castells 등(1990, The Shek Kip Mei Syndrome)과 Smart(2006, The Shek Kip Mei Myth)는 자신들의 책 제목에 사용했다.

홍콩은 집값이 왜 비싼가?

막대한 중국 본토의 직접 투자, 그리고 중화권 특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의 부동산에 대한 집착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

홍콩의 주택시장은 특유의 조건만이 아니라 동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연구 차원에서는 보다 종합적

시아적 주택체제, 세계경제의 유동성 확대와 주택

인 이해가 필요하다. 크게 보자면 동아시아 주택체

의 금융화 현상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소이

제론과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주택의 금

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이 홍콩에 대한 지

융(상품)화(financialization of housing)론 등이

적호기심을 넘어, 한국 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한 상

홍콩의 주택시장을 설명하는 논의로 도움을 줄 수

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특수한 조건을 이해하기

는다. 실제 홍콩 주택시장의 많은 쟁점들이 정도의

위해 소규모 개방형 경제와 중국과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관계, 또 홍콩 특유의 토지공급 시스템 등도 살펴

있기 때문이다.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 논문은 홍콩 주택시장의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홍콩 주택시장, 주택정
책 그리고 주택체제와 관련된 선행 조사, 분석 연

Ⅱ. 홍콩 주택정책 흐름과 주택시장

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정리(literature review)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홍
콩 주택시장의 상황과 정책 전개과정을 간략히 정

홍콩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작은 섬과 그 주변

리하고(Ⅱ장), 홍콩 주택시장과 주택체제 이해를

으로, 1898년 당시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

위해 동아시아 주택체제론, 주택의 금융화론, 홍콩

패하자 99년간 조차지로 제공된 곳이다. 이후

과 중국·미국 등의 대외관계, 홍콩의 토지제도와

1945년 2차 대전 종전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1997

토지공급 특성 등에 관한 문헌을 검토·정리할 것이

년까지 영국 총독부의 통치 아래 있었다. 홍콩은

다(Ⅲ장).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홍콩 주택시장

그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서방의 중국

에 대한 설명 틀을 도식화하고, 홍콩 사례가 우리

본토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통로가 되어 왔으며,

나라 주택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국, 영국, 일본, 다시 영국과 중국으로 주권이 교

마무리한다.

대되는 정치적 격변을 겪어왔다.

각 나라의 주택시장에는 고유의 인구, 경제, 정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공산화되던 1949년까지

치, 사회, 문화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있다. 또 한

홍콩은 판자촌이 난립한 가운데, 홍콩 총독부도 뚜

번 정해진 성격은 경로의존적 속성을 가지고 변화

렷한 주택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었

한다. 홍콩은 지난 150여 년의 역사 동안 식민지

다. 그러나 1953년 겨울, 판자촌이 밀집된 쉑킵메

와 특별행정구역 등으로 정치·경제적 격변이 불가

이 지역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53,000명의 이재민

피했다. 특히 고도로 발달한 경제중심지이자 공간

이 발생하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일로

이 제한된 도시국가라는 특성은 주택문제 해결이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항의와 함께 식민지 정부의

111

112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4호 2020. 12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자, 판자촌을 대체하는 공공

가격은 다시 오르는데, 종전 수준 회복을 넘어 급

임대주택 건립에 착수한 것이다(Smart, 2006). 당

등을 계속한다. 이 추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 식민본국이었던 영국은 이미 공공임대주택을

로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이례적으로 지금까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부터 따져도 3배 이상

연장선상에서 홍콩의 주택정책도 설계했다. 이후

올랐으며, 길게 보면 무려 17년간 오르는 추세가

1971년 부임한 MacLehose 총독(1982년까지 재

계속되고 있다(Bloomberg, 2020.4.23.). 특히

임)은 사회정책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서, 공공임대

2010년대부터 서민층이 거주하는 40㎡ 이하의 소

주택을 판자촌 대체를 넘어 보편적 복지수단으로

형 주택이 평균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Wong

까지 확대하게 된다(Castells et al., 1990). 이런

& Wan, 2018: 34).

방향전환에 힘입어 공공임대주택은 1970년대부터

그 결과 홍콩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2001년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발전

이후 전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

한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초에는 중국과의 반환

고 있다(Bloomberg, 2019.1.21)3). 반면 시중임

협상에 따라 불법 인구유입이 억제되면서, 판자촌

대료의 20-25%에 불과(Yip, 2020)한 공공임대주

자체도 거의 사라지게 된다(김수현, 2011).

택에 대한 입주대기 기간은 갈수록 길어져서 2020

자가 가구도 1971년에는 18.1%에 불과했으나

년 3월말 현재 평균 5.4년이 소요되는데, 그중 노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특히 1990년대부터 홍콩 총

인가구는 3.0년 정도에 그치지만 일반 저소득가구

독부가 자가 촉진정책을 도입하면서, 공공임대주

의 대기기간은 훨씬 길다. 전체적으로 입주까지 6

택 비중은 하락한 반면 자가는 빠르게 증가하고(그

년 이상 소요되는 가구가 42.3%에 이른다. 특히

림 1) 주택가격 역시 이 무렵 급등했다. 그러나 주

비노인 1인 가구 대기자는 103,600 가구에 이르

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지만 특별 배정물량이 있을 경우에만 기회가 주어

발생하자 홍콩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국가가 된

진다(HKHA 홈페이지). 이 때문에 홍콩에는 우리

다. 더구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03년 사스(SARS)

식 고시원 내지 쪽방과 유사한 Subdivided Unit

사태까지 발생해서 주택가격이 더 내리고 시장도

(分間樓宇單位)에 전체 가구의 3.6%인 91,787가

위축된다.

구, 209,700명이 거주하는 실정이다(2016년 전수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주택정책의 각종 규제를

조사 결과,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여나가면서 자가

2018). 특히 빈곤가정은 소득의 39.7%를 주거비

촉진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펼치게 된다(Huang &

로 지출하고 있을 정도이다(Wong & Chan,

Shen, 2017; Li, 2016). 이런 정책 변화에다 중국

2019). 또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15㎡에 불과해

본토로부터 인구 및 자금유입에 따라 홍콩의 주택

서, 선진국 도시 중에서는 최악의 수준이다(NY

3) 물론 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중위소득과 중위주택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에서, 중위주택이 반드시 그 사회가 선호하는
주택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Leung 등(Leung et al., 2020b)은 공공주택에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PIR은 오
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언론 등에서는 홍콩의 상대적인 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PIR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홍콩은 집값이 왜 비싼가?

Times, 2019.7.22.). 서울의 평균 30㎡(서울연구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18년부터는 급격한 상승

데이터서비스 홈페이지)와 비교해도 얼마나 열악

세가 둔화되었고, 2019년의 송환법 반대시위 이후

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세 내지 하락세를 예상하는 보도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25~34세)의 주거사정

있다(Bloomberg, 2020.4.23.; SCMP, 2019.12.31.).

은 계속 악화되어 왔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라

또한 코로나 19 사태의 영향도 예상하는 중이다

고 할 수 있는 자가는 전체 거주 가구 중 1981년

(SCMP, 2020.4.8.). 그러나 홍콩 주택시장의 미래

21.2%에서 2011년 11.0%로, 공공임대 거주도

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홍콩

13.3%에서 4.7%로 하락했다(Campos et al.,

의 개방경제 속성이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

2016). 동시에 부모 집을 떠나지 못하는 비율이 늘

의 정책의지나 정책수단 만으로 주택시장을 안정

어나고 있다(Li, 2015). 당연히 이와 같은 청년층

시키거나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

주택문제는 홍콩이 처한 전체적인 정치, 경제적 문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와 분리할 수 없다(Forrest & Xian, 2018). 이
때문에 2014년부터 계속된 이른바 ‘우산혁명’, ‘송

<그림 1> 홍콩의 주택점유형태 추이

환법 파동’, ‘보안법 추진’ 등 홍콩 정치적 불안정
과 청년층들의 동요에는 주택문제도 중요한 원인
이 되고 있다(Bloomberg, 2019. 8. 23.; NY
Times, 2019. 7. 22.). 이에 홍콩 정부는 공공임
대와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4), 시장 불
안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건전한’ 자산시장 발
전(healthy development of the property
market)에 나서고 있다(Transport and Housing
Bureau, 2018). 다주택자나 외국인 등에게 인지

자료 : 홍콩 통계청(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홈페이지 자료를 재구성
<그림 2> 홍콩의 주택가격 지수 추이

세(stamp duty)를 중과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을 강화하는 반면(Zhang et al., 2020), 청년층 생
애최초 주택구입 모기지 대출은 완화하고 있다. 또
한 홍콩 관내 토지의 95%가 국유지인 점을 활용하
여 추가적으로 토지공급을 늘리고 개발을 추진하
는 중이다(Bloomberg, 2019.10.16b).

자료 : Trading Economics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4) 캐리 람(Carrie Lam, 林郑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2019년 10월 시정연설에서 “주택문제는 현재 홍콩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생애 첫 담보대출 요건 완화, 토지공급 확대 등을 약속한다(Bloomberg, 2019.10.16.a).
또 홍콩 정부는 2019/20년도부터 10년간 45만 호를 추가 공급하되, 공공/민간 부문이 각각 60:40에서 70:30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
하기로 한다. 공공부문이 맡을 315,000호 중 공공임대방식은 220,000호이고 95,000호는 공공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Transport and
Housing Bureau,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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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홍콩 주택시장의 구조적 이해

론적인 논의와 함께 홍콩의 주택시장 특성 분석까
지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동아
시아 주택체제론에서 출발해서 ②최근 제기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콩은 지리적, 역사적

있는 주택의 금융(상품)화론과 함께 홍콩의 ③대외

조건상 기본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상

경제 특수성 및 ④토지제도의 특성 등으로 영역을

황이 아니었지만,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되

나누어 관련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겠다.

기 전까지는 ‘쉑킵메이 신드롬’으로 불릴 정도의
모범사례로 이해되고 있었다. 비록 서구에 비해서

① 동아시아 주택체제로서 홍콩5)

는 전반적인 주거수준이 떨어졌지만 2차 대전 종

주택체제(housing regime)란 한 나라의 주택

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를 감안하면 성공적이었

과 관련된 제도, 문화를 그 정치‧경제‧사회 시스

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Castells et al., 1990:

템과 연관 지어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틀이라고 할

14~15). 그러나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근 상황

수 있다. 주로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 나라별로, 그

은 “소득에 비해 너무 오른 집값과 임대료, 그럼에

것도 바로 인접한 나라인데도 주택정책이나 시장

도 열악한 주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이

상황에 차이가 큰 이유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논의

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보다 금융 유동

가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산업화나 경제발전 수준

성 확대와 중국 경제성장의 영향, 토지공급 제약

의 차이, 정치제도의 차이 등으로 설명해 왔지만,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1990년대 초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체제

이후 홍콩 주식시장 호황과 경기상승, 중국으로부

론에 영향을 받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다. 특히 J.

터의 인구유입과 직접 투자 등도 영향이 크다

Kemeny는 탈상품화된 임대시장 구조(단일임대시

(Taghizadeh-Hesary et al., 2019). 홍콩 언론에

장, 이중임대시장)와 코포라티즘 수준에 따라 각국

서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낮은 모기지 이자율, 중

의 주택체제를 구별하게 된다.

국 경제 호황 등을 상승요인으로, 반면 미중갈등과

이런 서구의 논의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는 특

그에 따른 중국 성장둔화,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바

이하게 보인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

이러스 영향 등을 하락요인으로 들고 있다(SCMP,

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일종의 기업과 같은 역할을

2017.12.11.; 2019.3.20.; 2019.5.9.; 2019.12.31.;

하는 가운데, 복지의 상당부분을 가족과 공동체의

2020.4.8.).

책임으로 맡겨 두었다. 주택에 대해서도 차별화되

그러나 각각의 원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었는데, 특히 싱가포르, 홍콩이 주택을 가장 중요

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논의가

한 생산재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들 두 나라에서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홍콩 주택시장

는 주택을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자 국가의 정당

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이

화 기제로 활용한 것이다(Castells et al., 1990).

5)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석희·김수현(2014: 8-13)을 참조하기 바람.

홍콩은 집값이 왜 비싼가?

까스텔의 연구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비교연

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대 홍콩 주택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서구에 비해 주택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을 포함한 대외 경

장에 대한 ‘국가’와 ‘가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훨

제환경의 영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논의의 중심

씬 크다는 점이 핵심적인 발견이었다. 이것은 비록

은 주택의 금융화나 홍콩의 특수한 시장환경 논의

나라별로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아

로 넘어가게 된다.

시아 주택체제의 기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 과정에서 홍콩에 대해서는, 주택이 경제,

② 주택의 금융화 영향

사회적 발전에 긴요한 역할을 하도록 국가가 적극적

동아시아 주택체제는 주택시장에 대한 강한 국

으로 개입하며(Yip & Chang, 2003), 공공임대주택

가개입과 함께 가족복지를 특징으로 한다. 이 때문

중심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Castells et al.,

에 주택은 (자구적인) 노후 복지대책일 뿐 아니라,

1990) 국가주도 모델(state-driven model : Lee,

가족결속을 강화하는 물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2003) 또는 (시장중시형) 개입주의 시스템(Liberal

국가복지가 취약한 가운데, 가족의 (주택)자산 의

interventionist system : Chiu, 2008)으로 분류

존은 동아시아 주택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되었다. 그러나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이를 동아시아 자산기반 복지시스템(property-

주택가격이 급락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

based welfare system)으로 규정짓기도 했다

의 주택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난다. 홍콩을 포함

(Ronald & Chiu, 2010). 이는 홍콩을 포함한 동

해서 전체적으로 정부개입과 시장규제가 완화되고,

아시아 국가들이 주택자산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

시장자율 성격이 강화된다(Chiu, 2008; Ronald

명하는 논리의 하나였다.

& Doling, 2010). 특히 홍콩은 사스 사태의 영향

그러나 동아시아의 특징이라고 했던 자산기반

까지 받아서 2000년대 초반까지 대대적으로 시장

복지시스템은 2000년대 들어 서구 국가들도 국가

자유화 및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전환

복지의 후퇴와 함께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하는데, 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자가소유 촉

다. 일찍이 Castles(1998)이 국가별 연금제도의

진책을 본격화했으며(Huang and Shen, 2017),

충실성과 자가소유율이 반비례한다는 주장을 펼쳤

1998년 임대료 규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등 임

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택부문의 영향력이 대폭 커

대차 규제를 완화한다(Lau, 2019).

지면서 연금의 충실성 여부는 별다른 변수가 아니

이와 같은 주택체제론의 논의에 따르면 홍콩의

게 된다(Dewilde & Raeymaeckers, 2008). 특

최근 주택시장 악화는 결국 과거 강한 공공개입의

히 2000년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유산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자율화, 시장화된 결

서 이런 경향은 가속화된다. 자산기반 복지시스템

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주

이 더 이상 동아시아만의 특성이라 할 수 없게 된

택체제론 차원에서 홍콩 주택시장을 논의한 연구

것이다(Dewilde & Ronald, 2017).

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더 이상 주택체제

결국 쟁점은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자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첫 번째 이유

소유율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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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서, 그것이 복지 충실성의 여부를 뛰어넘어

2020). 또한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홍콩의 경제

‘주택의 상품화가 본질’이라는 인식이 강화된다.

적 불평등에 대해 여러 원인이 지적될 수 있지만,

주택연구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

핵심은 금융화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Lee

택은 본질적으로 상품일 뿐”이라던 Harloe(1995)

et al., 2018). 나아가 홍콩의 개발사업에서 리츠

의 문제의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

와 같은 금융조달의 역할을 보면서 금융화의 문제

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주택 모기지를 매개로

를 지적하기도 한다(Aveline-Dubach, 2016).

발생함으로써, 주택의 금융(상품)화는 각국의 주택

최근 주택의 금융화 문제는 전 세계 주택시장의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용어로 부각되었다. 심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홍콩도 그

지어 UN에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 문제

점에서는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홍콩의 상황은 일

의 핵심원인을 주택의 금융화에서 찾게 될 정도

반적인 금융화를 넘어선 특수한 측면이 있다. 바로

(Human Rights Council, 2017; Leijten & Bel,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중국, 미국과의 관계 때문

2020)로 금융화는 주택의 상품화, 시장화, 양극화

이다. 홍콩 주택시장의 특수한 금융화 발생구조에

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화는 전 세계적으로 ‘뭉칫
돈’(wall of money)들이 더 나은 투자 대상을 추

③ 홍콩의 개방경제와 대외의존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금융화는 주택만이 아

홍콩은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화 이후 서방의 중

니라 상업용 건물, 인프라 투자, 심지어 곡물 등을

국대륙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해 왔다. 중국 역시 홍

가리지 않고 투기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콩을 1국가 2체제라는 이름으로 99년간의 영국 조

일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

차 기간 쌓은 경제적 성과와 네트워크를 활용함으

지만, 결국 모기지 대출 잔액이 폭증하는 등 위험

로써, 이전과 반대로 중국의 서방에 대한 경제적

이 커져갈 뿐이다. 주택은 저성장과 자본과잉의 모

창구 역할을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홍콩은 종전

순을 일시적으로 덮는 일종의 ‘정치적 마약’(a

경제적 지위와 개방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주택

political drug)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우려한다

시장 입장에서 이는 기본적 제약조건으로 작용한

(Fernandez & Aalbers, 2016). 더구나 이는 선

다. ①세계 경제 상황과 바로 연결된 개방형 경제,

진국 그룹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서도 다양한

②주권 반환 뒤 중국으로부터의 자금 및 인구유입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Fernandez & Aalbers,

이 홍콩 주택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2020).

이다. 그만큼 외부적 요인은 홍콩 경제 및 주택시

홍콩에 대해서도 초기에 Smart & Lee(2003)

장에 영향이 크다.

가 주택의 금융화 문제를 지적한 이래, 이것이

우선 홍콩 경제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고정된 상태(이른바 페그제, PEGG)로, 미국의 이

주택가격이 오르게 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인식이

자율 나아가 유동성이 홍콩 경제에도 즉각적인 영

확대된다(Yiu et al., 2013; Aveline-Dubach,

향을 끼친다. 동시에 미국의 금리와 홍콩 금리는

홍콩은 집값이 왜 비싼가?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

다(Chong & Li, 2020). 1990년에서 2012년까지

다(Wong & Chan, 2019). 미국을 포함한 세계적

의 시장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도 공급정책을 통

인 유동성 상황에 따라 홍콩에도 과잉 유동성이 발

한 안정노력은 별 효과가 없었고, 결국 유동성이나

생하고, 그 돈이 주택으로 몰리는 구조인 것이다.

구매심리와 같은 수요측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Yu 등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양적완화와 같

있다(Wong & Ho, 2017).

은 미국 통화정책이 홍콩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직

그렇다고 홍콩의 주택문제가 거시경제나 유동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현재의 주택가격

성만의 문제일까? Leung 등은 “많은 연구들이 홍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한다(Yu & Hui, 2018b;

콩 주택가격이 미국의 이자율이나 주식시장과 같

Yu, 2018; Huang & Shen, 2017).

은 세계 경제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지만,

여기다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국 본토의 영

주택공급 문제가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는 주장

향이 홍콩 주택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강

(Leung et al., 2020a)을 제기하고 있다. 거시경

한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홍콩에 직접 영향을 끼치

제 조건 외에도 홍콩의 토지 및 주택공급 자체가

고 있으며, 중국의 홍콩에 대한 직접 투자액도 홍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만성적인 수급불일치를 보

콩 경제의 성장 및 유동성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이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유지가

있다(Taghizadeh-Hesary et al., 2019). 홍콩은

95%, 그중 84%가 미개발지로 남겨진 홍콩에서 공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외국(대부분 중국)으로

급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부터의 직접투자(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
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FDI가 GDP

④ 홍콩식 토지제도의 모순

의 60%에 이를 정도였다(Lee, 2018). 물론 싱가포

어느 나라든 집값이나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르

르를 빼고는 최근 중화권 전체의 주택가격이 올랐

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이

지만(Zhang et al., 2020), 홍콩은 그중에서 가장

다. 물론 그 수요 중의 어디까지가 실수요이며, 어

많이 오른 나라이다. 결국 홍콩 주택시장은 2008

디까지가 가수요 혹은 투기수요인지 구별하는 것

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양적완화의 영향을

은 언론이나 정책용어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학문

받기도 했지만,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과 확대의

적으로 구별 짓기는 쉽지 않다. 이 논문이 홍콩의

영향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Cheung et al.,

수급불일치를 수식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2017).

중국으로부터 새롭게 이주한 인구만 150만 명이나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홍콩의 주택가격 폭등은

되고6) 경제 활성화에 따라 주택수요가 늘어난 점

만성적인 수요, 공급 불일치 측면이 있기는 했지

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필

만, 이보다는 수요측 변수, 즉, 주식시장, 국제적인

요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홍콩의 토지공급이

자금흐름과 유동성 확대가 결정적인 변수라고 본

안정적이지 못한 가운데 주택공급도 경향적으로

6) 2018년 기준으로 중국 본토로부터의 신이민자(정착통행증을 이용한 영주권자와 이주 후 만7년이 되지 않은 비영주권자)는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김경환·곽복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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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왔으며, 특히 전 국토의 대부분이 국유임에도

여기다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은 경매에 의해 공

불구하고 택지공급이 매우 제한되거나 공급과정에서

급된 토지가 실제 주택용 토지로 공급되는 데 시차

오히려 가격앙등을 초래하고 있다(Chong & Li,

가 크다는 점이다. 홍콩 정부는 부동산 가격 추이

2020).

나 토지수요 등을 감안해서 수시로 토지공급에 나

홍콩은 전체 토지의 95%가 국유이며, 민간은

서고 있지만, 이 땅을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은 개발

제한된 기간 동안의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이는

업자들은 즉시 공급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1840년대 영국이 홍콩섬을 점령했을 때부터 적용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5년

했던 토지임대 방식인데, 임대기간(현재는 50년)이

정도 개발을 지체시킴으로써 토지공급이 곧바로

나 이용권의 납부방식(분납에서 일시납으로)에 변

주택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Huang et

화가 있었을 뿐 기본 틀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김

al., 2015). Yu & Hui(2018a)의 분석에 따르면

원중, 2016; 조성찬, 2018). 이처럼 토지가 국가

정부의 택지공급에도 불구하고, 주택개발이 실제

소유라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

이루어지는 시점은 전반적인 주택가격 동향에 가

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홍콩의 국유토지 최고가

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개발업자들이 주택가격이

입찰제도는 주택가격 앙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나 이자율 동향, 건설비용, 시장기대 심리 등을 고

(Zhang et al., 2020). 개발업자 입장에서 경매 낙

려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하는

찰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는 시장에서 회수될 수

것이다(Lam & Hui, 2018). 이 때문에 단순히 토

있는 자산에 불과하다. 입찰가격이 시장불안심리

지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택공급이 늘어나지

를 오히려 자극하는 상황인 것이다.

않는다(Leung & Tang, 2014). 주택가격 안정을

이 때문에 홍콩의 국유토지 이용권 경매제도는

위해서는 공급이 중요하지만, 토지불하에도 불구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조달 수단이면서, 다른 한

하고 건설업체들이 제 때 공급하지 않거나 못하는

편으로는 대규모 개발업자들의 이익창출 기회가

문제도 봐야 하는 것이다(Leung et al., 2020a).

되어 왔다. 홍콩 정부 재정에서 토지경매 및 임대

결국 2003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현행 토지경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8%에 달할 정도이다

제도는 그 의도와는 달리 토지공급을 더 줄여왔고,

(2020/21년 회계연도, The 2020-21 Budget 홈

(전반적인 가격상승에)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야기

페이지). 과거 1853년에는 57%에 이르렀고, 1990

하고 있다(Cheung & Wong, 2019).

년 38%에 달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유토지는

이 때문에 부동산 재벌들이 국민들의 비난을 받

홍콩 정부에게 현찰을 구할 수 있는 은행 같은 역

자, 최근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와 홍

할이었다(Wong, 2010). 그런데 이는 홍콩이 자랑

콩 정부의 압력을 받은 부동산 재벌들이 토지 기부

하는 기업활동 친화적 세제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에 나서서 민심을 달래려고 하기에 이르렀다

즉, 소득세, 법인세 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고령

(Bloomberg, 2019.12.30.; 2020.1.10.). 홍콩 정

화 추세 등으로 인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

부도 토지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한편, 더 적극적으로

다. 국유토지가 그 재원이 된 것은 물론이다.

대규모 인공섬을 조성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홍콩은 집값이 왜 비싼가?

구상을 밝히게 된다. 이른바 Lantau Tomorrow

민지를 거쳐 특별한 행정단위를 가진 도시(국가)로

Vision 프로젝트로 17㎢에 이르는 인공섬에 110

서의 특성이 있으며, 고도로 개방된 경제체제이다.

만 명을 수용하려는 구상이다. 이는 현실성 여부나

그만큼 높은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외환경

환경문제도 쟁점이지만, 홍콩 시민들의 강한 정치

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주택시장 역시 불안정한

적 이슈와 차별화하여 주택문제로 눈을 돌리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제한된 토지면적 하에서 인구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본다(Lim, 2020).

변동과 자금유출입을 제어하기 어려운 조건인 것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토지공급과 주택공급

이다. 주택연구 차원에서도 홍콩은 그동안 동아시

간의 시차문제가 개발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의 특별한 모델 사례로 관심을 모아왔다. 동아시

홍콩의 도시계획 절차 자체가 복잡하여 지체된다

아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나

는 지적도 제기된다(Yu, 2018). 입법원 보고서에

전면적인 토지임대제 등은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서도 홍콩의 도시계획 절차가 장기간이 소요되어

분명했다. 반면 높은 자가소유 지향이나 건설업 경

주택공급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부양 경험 등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경향

(Research Office,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

을 보였다.

2019). 더구나 홍콩 행정구역 전체 면적 1,111㎢

이런 이유로 주택연구자들은 일찍부터 동아시

중 2018년 현재 녹지와 농지가 69.9%를 차지할

아 주택체제로서 홍콩의 사례에 주목해 왔다. 서구

정도이다(Planning Department 홈페이지). 홍콩

와 차별화되는 복지시스템과 적극적인 공공개입형

도심은 초고층 건물이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

주택체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세

만, 주변은 대부분 미개발 녹지로 남아있는 것이

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주의 성격이 강화된

다. 여기에는 산지가 많은 홍콩의 지형적 요인이

과정 등은 동아시아 학자들 외에 서구 학자들도 관

크지만, 영국식 전통을 이어받아 계획규제가 강한

심을 가진 사안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홍

영향도 있다. 이에 시장 관계자들은 “토지자체는

콩 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홍콩 및

부족하지 않다. 대신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SCMP,

중화권 학자들의 관심사로 좁혀진다. 홍콩이 중국

2018.6.8.)고 하며, 방치된 산업용지(brownfields)

경제와 밀접히 결합되면서, 홍콩의 특수한 조건이

나 농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제안(SCMP,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2018.10.9.)하고 있다.

볼 수 있다. 최근 홍콩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논의
도 주로 개방경제의 유동성인가, 토지공급이 문제
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되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에서 다룬 차례대로 동아시

Ⅳ. 홍콩 주택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아 주택체제론 → 주택의 금융화론 순서로 홍콩 주
택시장과 정책에 대한 논의의 주안점이 변해 왔다.

홍콩은 주택시장 차원에서 보면 여러모로 특별

최근에는 홍콩 자체의 특수성에 더욱 집중하여, 개

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리적, 역사적으로 식

방경제로서 홍콩이 갖는 특성, 홍콩의 토지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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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 특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연구

것이다. 덧붙여서 중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 부자

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홍콩 주택시장에

들의 홍콩 주택구입 수요 등도 주택가격 상승을 촉

대한 연구흐름이기도 하지만, 홍콩의 주택시스템

발시켰다.

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은 여러 제약을 받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고 있다. 근본적으로 홍콩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홍콩 주택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를 도식화해

토지공급이 어려운 데다, 사실상 전체 토지가 국유

보았다.

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가격안정에는 기여하지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동아시아 주택체제

못하고 있다. 특히 국유토지 최고가 경매제도는 택

로서 홍콩 주택시장은 과거 강한 공공개입을 특징

지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더

으로 했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시장화, 자율화

구나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의 길을 걷게 된다. 또한 동아시아 주택체제의 특

것도 문제이다. 여기에는 개발업자들의 사업착수

징인 강한 가족역할은 (주택)자산의 역할을 중시하

지체에 따른 이유도 있고, 홍콩 도시계획 제도의

는데, 이는 시장화 경로와 결합하면서 자가소유가

경직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덧붙이자면, 홍콩의

확대되고 자산투자도 활성화된다. 특히 2000년대

토지 경매제도는 낮은 세금을 특징으로 하는 홍콩

들어 주택의 금융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주택가격

식 개방경제의 재정을 보충해야 하는 구조적인 제

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약을 담고 있기도 하다.

뒤 더 강화된 홍콩 개방경제는 이 과정을 증폭시키

홍콩의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정책이 우리나라

고 있다. 미국 등의 유동성 확대가 바로 영향을 미

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홍콩이 소규모 개방형

치는 데다, 중국 경제와 즉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시국가인 반면, 우리는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그림 3> 홍콩 주택시장 상황의 구조

주 1 : 그림 속의 번호는 이 논문에서 다룬 주제의 순서이다.
주 2 : 굵은 화살표는 보다 직접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나타낸다.

홍콩은 집값이 왜 비싼가?

중대규모 국가여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

마지막으로 유동성 관리의 문제다. 홍콩은 소규모

지만 식민지 역사, 빠른 경제성장, 광범한 판자촌,

개방형 경제로서,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의 직접적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 자가소유 지향, 주택문제

인 영향을 받고 있다. 홍콩 주택가격 등락의 가장

에 대한 높은 정치적 관심 등은 우리나라의 경험과

큰 원인이라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주장이었다. 지

유사하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주거난, 소득대

금 전 세계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금리에다

비 주택가격, 공급확대와 유동성 억제 논의 등 비

과잉 유동성 상황을 겪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슷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우리

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고

나라의 주택시장 논의를 홍콩 사례의 틀에 맞추려

있다. 우리 역시 과잉 유동성 문제가 최근 시장불

는 의도는 없다. 우리는 우리 방식의 논의 틀이 다

안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홍콩 사례는 우리에게

양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몇 가지 주

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제들은 홍콩 주택시장과 정책의 시사점으로 삼아
도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공공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시장과의 관계다.
공공임대주택은 분명 주거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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