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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 장관 후보자 한 명 당 부동산 재산 총 36억 -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
1.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다. 재산공개는 후보 

검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다. 특히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투기나 불로소득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어 후보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2. <경실련>이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약 152억으

로 시세 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했다. 시세보다 약 100억 원이 축소신고 된 것이다. 1인당 평균 신고

가격은 약 22억 원이지만 시세는 약 36억 원으로 1인당 약 14억 원이 축소되었다. 시세는 부동산 정보 사

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에서 확인했다. (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

를 신고가액으로 처리해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후보자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율(%)

김연철 통일부 장관 896 1,756 860 51.0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1,180 1,201 21 98.2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763 1,269  506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141 4,270 2,129 50.1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605 6,409 2,804 56.3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5,264 7,456 2,193 70.6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1,382 2,860 1,478 48.3

합   계 15,231 25,221 9,990 60.4

평   균 2,176 3,603 1,427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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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별로 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8억 96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시세는 17억 5600만 원이었다(반영률 5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11억 8000만 원, 

시세 12억 100만 원이었으며(반영률 98.2%),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7억 6,300만 원, 시세 

12억 6,900만 원이었다(반영률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격 21억 4100만 

원, 시세 42억 7,000만 원(반영률 50.1%))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은 36억 500만 원, 

시세 64억 900만 원(반영률 56.3%)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신고가격 

52억 6400만 원이지만, 시세는 74억 5600만 원에 이른다(반영률 70.6%). 마지막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13억 8200만 원, 시세는 28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반영률 48.3%). 최 후보자가 지난달 

급히 딸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시세 7억 9,000만 원)를 포함하면, 시세는 36억 5000만 원이

다. 

4. 이처럼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된 것은 현행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

다. 공익공직자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신고 가액산정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다 보니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

5. 대다수 후보자가 서민은 꿈꿀 수도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

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여러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

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 반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특혜 의혹, 성남 분담 아파트 증여 의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는 서

울 용산 아파트와 상가 2채의 재개발토지투기 의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종로 아

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6.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경우 전세 보증금은 

총 30억 9000만원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 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원, ▲박양우 문

체부 후보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8000만 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전세보증금은 7억 1000만 원이다. 여기서 상당한 이자소득 발생이 예상

되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7.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민은 청렴한 장관이 제2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

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배제하

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로 임명된다면, 자

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노동의 의욕을 

꺾고 있는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의 부조리가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속에 압축적으로 담

겨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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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2019년 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별첨 : 장관 후보자 부동산 신고가격-시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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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장관 후보자 부동산 신고가격-시세 비교

1.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단위 : 천원, %)

2.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단위 : 천원, %)

재산
공개

구분 주소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률

본인 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대지 382.00㎡) 68,760 239,896 171,136 28.7

본인 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대지 20㎡ 중 1.50㎡) 278     942    664 29.5

본인 토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도로
(1,330㎡ 중 100.50㎡) 2,914 15,075 12,161 19.3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5길 
27(방배동, 삼호아파트)
(대지 58.03㎡, 건물 181.60㎡)

824,000 1,500,000 676,000 54.9

합   계 895,952 1,755,913 859,961 51.0

재산
공개

구분 주소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률

본인 아파트
S.t Johannesgatan 3D, 211 46 
Malmö, Sweden
건물 46.5㎡

199,844 199,844           
     - 100.0

본인 아파트
분양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17, 
금호어울림 390,000

800,000 20,000 97.5

배우자 아파트
분양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17, 
금호어울림 390,000

배우자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산
496㎡ 중 124㎡ 178   1,315    1,137 13.5

배우자 아파트 S.t Johannesgatan 3D, 211 46 
Malmö, Sweden 199,844 199,844 - 100.0

합   계 1,179,866 1,201,003 21,137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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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단위 : 천원, %)

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단위 : 천원, %)

5.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단위 : 천원, %)

재산
공개

구분 주소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률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0외 2필
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면적 105.58㎡

763,000 1,268,750  505,750 60.1

합   계 763,000 1,268,750 505,750 60.1

재산
공개

구분 주소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률

본인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대지 502㎡ 건물 270.2㎡ 1,000,000 2,738,182 1,738,182 36.5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5(교북동, 경희궁자이)
건물 45.88㎡

439,100 830,000 490,900 47.2

배우자 아파트 동경 미나토구 아카사카 4정목
건물 71.05㎡ 702,250 702,250 - 100.0

합   계 2,141,350 4,270,432 2,129,082 50.1

재산
공개

구분 주소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률

본인 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산 
16.53㎡ 1,221     2,955   1,734 41.3

배우자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6.727㎡ 15,942   15,942 - 100.0

배우자 토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433㎡ 27,841   39,364   11,523 70.7

배우자 토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4,691㎡ 301,631 426,455 124,824 70.7

배우자 토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명 마룡리
335㎡ 21,540   30,455     8,915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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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토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3,207㎡ 214,869 291,545   76,676 73.7

배우자 토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3,422㎡ 229,274 311,091    81,817 73.7

배우자 토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명 마룡리
1,779㎡ 119,193      

161,727 
       
42,534 73.7

배우자 토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1,385㎡ 89,055  125,909    36,854 70.7

배우자 토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78㎡ 45,426   61,636    16,210 73.7

배우자 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건물 297.03㎡, 대지 245㎡ 중 2/9 136,888 329,966 193,078 41.5

배우자 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신동아아파트
132.1㎡

976,000 2,090,000 1,114,000 46.7

배우자 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6-11번지 현대슈퍼빌
164.87㎡

984,000 1,630,000 646,000 60.4

배우자 건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1번지 
주은오피스텔
91.44㎡

75,720 200,000  124,280 37.9

모 토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7,190㎡ 140,205 326,818 186,613 42.9

모 토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337㎡ 2,392    6,127    3,735 39.0

모 토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1,567㎡ 29,773   71,227   41,454 41.8

모 토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3,226㎡ 61,294 146,636   85,342 41.8

모 토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238㎡ 6,854  10,818    3,964 63.4

모 건물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4번지 
대우아파트
84.948㎡

126,000  130,000    4,000 96.9

합   계 3,605,118 6,408,672 2,803,554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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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단위 : 천원, %)

재산
공개

구분 주소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률

본인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한강로1가) 
대지 7.02㎡ 건물 42.39㎡

145,289 355,000 209,711 40.9

배우자 토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5.85㎡ 172,755 646,250 473,495 26.7

배우자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06(대치동, 동부센트레빌) 
건물 177.35㎡

1,560,000 2,600,000 1,040,000 60.0

배우자 상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38(불광동) 
대지 57.54㎡ 건물 158.98㎡ 

722,131 835,000 112,869 86.5

배우자 아파트 
분양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건물 135.38㎡

1,743,400 2,100,000 356,600 83.0

배우자 상가
분양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건물 55.10㎡ 

461,156 461,156  - 100.0

배우자 상가
분양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건물 54.84㎡ 

458,931 458,931 - 100.0

합   계 5,263,662 7,456,337 2,192,675 70.6

7.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단위 : 천원, %)

재산
공개

구분 주소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율

본인 분양권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세종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건물 155.87㎡

409,725 1,220,000 810,275 33.6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잠실동, 잠실엘스) 
건물 59.96㎡

772,000 1,300,000 528,000 59.4

모 단독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부평동)
대지 128.00㎡ 증가, 건물 143.82㎡ 200,000 340,000  140,000 58.8

합   계 1,381,725 2,860,000 1,478,275 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