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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목적]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들었던 정치적 언어는 “기회는 평
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이 아닌가 한다. 이 수사학
적 용어가 집권층의 위선과 무능으로 드러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특히 주
택 및 부동산 분야에서, 많은 국민의 허탈과 분노는 ‘영끌’ ‘벼락거지’ ‘패닉바
잉’ 등의 신조어를 창출해 냈으며, 급기야 여권이 칭찬하며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경제 분야에는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무의미하다. 서민들에게 정치는 먹고사
는 것의 실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공산주의 국가를 이끌던 중국의 덩
샤오핑조차 ‘흑묘백묘’라는 국가발전의 신념을 설파하고 이것을 교시로 이어받
은 중국은 G2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발전은 “잘
살고 보자, 잘살아 보자, 잘살 수 있다”라며 오직 먹고사는 것에 매달린 결과이
다.
이제 우리는 모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층은 레
토릭에만 전념했을 뿐, 공정에 대한 개념은 희박했다. 권력이 바로 공정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다. 청와대의 모 수석은 주택은 평등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주
의 시장경제 시각을 갖고 그 주장을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평등! 얼마나
멋진 말인가! 하지만 그 레토릭이 낳은 게 ‘영끌’이라면 이상하지 않은가!
2022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도 평등, 공정, 정의와 같은 개념을 명확하게
견지한 채로 출발하지 못하면, 결국 일부의 좌경화된 시민단체, 사회주의 학자,
의식화되어 있는 무산계층과 강성노조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이른바‘표
(票)퓰리즘’에 의해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패착을 안겨 줄 것이다. 더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효과도 거의 없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토지공개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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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정책에 몰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성격으로 지어진 책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왔던 주택정책은 막을 내려야 한다. 그래
야만 국민이 산다. 인식과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을 수렁에서 구해
낼 수 없다. 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을 깨지 않는 한, 아무 희망도 없다. 공
공재적 성격의 일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재라고 하여, 도로,상하수
도와 같은 기반시설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라는 이념
적 정책도 버려야 한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을 임시로 위로할 수는 있어도, 배
고픈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본서는 크게 3편으로 나누어, 제1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1장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기회는 평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결과는 정의로운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정
책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지난 정부들의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다.
제2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
추었다. 1장에서는 26번의 주택정책의 핵심을 박제하듯이 하나씩 정리해 보았
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언론 기고문 30선을 통
해 독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주고자 했다.
제3편에서는 공정한 주택정책을 위한 해법에 대해 논하였다. 공저자들이 갖
고 있는 생각을 솔루션으로 만들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1
장과 2장에서는 여ㆍ야 대선후보들의 주택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3장에
서는 대수술을 위한 인식의 파사현정(破邪顯正)에 관해 다루었고, 4장에서는 분
야별 해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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