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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서울 아파트값, 탄핵이후 더 뛰었다 (총 3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탄핵이후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오른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 올랐다
- 탄핵 이후 아파트 한 채당(30평 기준) 강남권 1억5천만원, 비강남권 5천만원 상승
- 미봉책대신 후분양제, 원가공개, 보유세 등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책 내놓아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더욱 가속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사이 3.3㎡당 강
남권은 485만원(30평 기준 1억5천만원), 비강남권은 146만원(30평 기준 4,400만원) 등 서울 평균 316만원
(30평 기준 9,400만원)이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상승액 574만원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이후 세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정
부가 시장 침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장 눈치보기식 ‘찔끔 대책’으로는 현재의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그나
마 8.2대책이후 주춤하던 재건축 아파트 값도 9월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미봉책 대신 선분양아
파트 분양원가 상세 공개 및 분양권전매 금지, 후분양제, 저렴한 건물분양 공공주택 공급,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투기 방지책을 통해 하루빨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것을 촉구한다.

<표1> 박근혜 정부 탄핵이후 부동산가격 변화 비교
(단위: 만원/평)

구분

강남권

비강남권

서울평균

취임초 취임말 상승액 상승률 취임초 취임말 상승액 상승률 취임초 취임말 상승액 상승률

박근혜정부

3,573

4,436

863

24%

1,876

2,162

286

15%

2,725

3,299

574

21%

탄핵 이후
이전 정부
대비

4,436

4,921

485

11%

2,162

2,309

147

7%

3,299

3,615

316

10%

56.2%

51.4%

55.1%

자료)부동산뱅크 서울 33개단지 아파트 평균시세. (박근혜정부 초말/ 탄핵 이후 2017.03~2017.09말 기준)
주)상승률은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함.

경실련은 지난 2월 서울 주요 34개 단지(단지명 별첨)의 30년 가격 변화를 추적한바 있다. 이번에는 올
해 2월 탄핵을 기준으로 동일한 아파트들의 시세변화를 비교했다. 매주·매달 한국감정원도 표본주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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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경실련은 서울의 아파트값 변화를 이끄는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을 대상으
로 가격을 비교해 차이가 있다. 비교 결과, 7개월만에 강남권은 56.2%, 비강남은 51%로 이전 정부 4년 상
승률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863만원이 상승한 강남은 485만원이, 287만원이 상승했던
비강남권은 146만원이 6개월만에 상승했다. 30평 기준 강남은 1.5억, 비강남은 4,400만원 상승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전체 기간에 비해서는 적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월등히 높은 상승추세이다.
서울의 주요단지 아파트 값은 박근혜 정부 취임 초 평당 2,725만원이었다. 그러나 정권 말에는 평균 3,299
만원으로 21%가 상승했다. 그러나 탄핵 이후에 더욱 큰 상승이 이뤄지면서 7개월간 9.5%가 상승했다. 강
남권이 4,436만원에서 4,921만원으로 11%나 상승했으며, 비강남권도 2,162만원에서 2,320만원으로 6.8%
가 상승했다.
<표2> 연도별 월평균 아파트값 상승률
(단위: %)

주)연도별 상승률을 개월수로 나눈 값임.

박근혜 정부는 취임이후 2013년 4.1대책을 시작으로 연이어 규제완화, 대출확대 등 ‘빚내서 집사라’는 정
책을 통해 부동산을 부양했다. 연도별 월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취임1년간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
이 마지막 연도에는 월평균 1%가 상승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간 경실련이 조사한 34개 단지 기
준 574만원, 21%가 상승했다. 가계 빚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가계부채도 급격히 상승한 시기이다.
그러나 탄핵이후 7개월만에 이전 정부 4년 상승률의 절반을 넘어섰다. 강남권은 강남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존 재고 주택의 급격한 상승이, 비강남은 도시재생 뉴딜 등 정부의 구도심 재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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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기대감의 결과로 추정된다. 반포주공1단지 30평의 경우 올해 2월 25억원에서 9월 26억 8,000만
원으로 1.8억원 상승했으며,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은 27.5억에서 32.5억으로 상승했다. 비강남도 크게 다르
지 않다. 상계주공7단지 25평은 2월 3.3억원에서 지난달 4.1억원으로 25% 넘게 상승했다. 마포 공덕래미안
2차 33평도 6.4억원에서 7.3억원으로 8,000만원 상승했다.
정부가 8.2대책을 통해 재건축 과열을 잡겠다고 했으나 반짝 효과가 있었을 뿐 9월 들어 다시 가격이 상
승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문재인 정부가 전면적인 투기 근절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일부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
지로 경제성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경기,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
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미 수년간의 정부
정책과 집값 변화로 경험했다. 이를 변화시키고 집값을 정상가격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지금과 같은 찔끔
대책이 아니라 후분양제 이행,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의 근본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조사대상 단지
- 강남권(17개) : 삼성아이파크, 타워팰리스, 압구정 신현대, 은마, 개포주공1, 도곡렉슬, 동부센트레빌,
반포주공1, 신반포2차, 서초삼풍, 반포자이, 레미안퍼스티지, 잠실주공5, 아시아선수촌, 레이크팰리스,
올림픽선수촌, 가락시영
- 비강남권(17개) : 목동신시가지7, 목동현대하이페리온, 여의도시범, 관악드림타운, 황학롯데캐슬베네치
아, 용산시티파크, 서빙고동 신동아, 마포상암7단지, 공덕래미안2차, 인왕산힐스테이트, 남가좌현대, 돈암한
신한진, 길음래미안1단지, 성수롯데캐슬파크, 광장동워커힐, 상계주공7, 둔촌 주공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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