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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대로’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 서울16개아파트, HUG승인 평당분양가는 정부기준 적용한 분양가보다 2.1배 비싸
- 2년 전 생색내기식 재탕 말고, 분양원가도 62개 상세공개토록 시행령 개정해야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6월)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정
부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다면 분양가가 5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아파트, 비강남권 8개 아파트 등 16개 아파트 단지의 HU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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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여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토지비, 건축비)를 조사하였다. 전용84㎡ 기준 평균 분양가
를 보면, 강남권은 평당 4,700만원으로 토지비가 3,300만원, 건축비가 1,400만원이다. 비강남권은 
평당 2,250만원으로 토지비는 평당 1,120만원, 건축비는 1,130만원이다. 강남권이 비강남권의 2배
이며, 토지비는 3배나 비싸다. 

민간사업자가 원가 관계 없이 토지비와 건축비 부풀려도 자율화 핑계로 속수무책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18년 11월에 분양한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로 평당 5,050만원이
다. 최저는 1,820만원에 분양한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이다. 토지비 최고가는 래미안리더스원으로  
3,730만원이다. 최저가인 노원 꿈에그린(590만원)의 6.3배이다. 건축비 최고가는 신반포센트럴자이
(1,630만원)이고, 최저가인 개포 디에이치자이(710만원)의 2.2배다. 이렇듯 토지비와 건축비가 제각
각이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도 대동소이한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30평 기준 3억원) 가까이 차
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시세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토지비와 
건축비를 자의적으로 나눠 책정,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데도 분양가자율화라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한제 기준대로 정부가 결정한 땅값과 건축비 적용하면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져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법에 따라 토지비는 감정가격,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 이하로 책정된다. 국
토부는 매년 모든 토지를 감정평가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기본형건축비도 연 2회 고시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적정가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
라서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토지비는 정부가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이고,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가 된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평당640만원이다(현행법에서는 기본형건축비 이

외 가산비용을 허용하지만 기본형건축비도 실제 건축원가보다 부풀려진 만큼 고려하지 않음). 정부가 결정한 토
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한 강남권의 분양가는 평당 2,160만원으로 HUG가 승인한 금액보다 
55%가 낮다. 비강남권도 마찬가지다. 비강남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50만원이지만 상한
제를 적용하여 정부 기준대로 산출하면 평당 1,130만원으로 50%가 낮아진다. 

단지별로는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가 가장 차이가 컸다. 2018년 11월에 분양한 다에이치라클라스
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평당 5,050만원(호당 17.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결정한 공시지가 
기준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하면 평당 2,070만원(호당 7억원)으로 낮아진다. 분양가격 차이가 
평당 2,980만원(호당 10.1억원)이며 2.4배 비싸다(표1 참조).

비강남권에서는 2019년 7월에 분양한 청량리역 롯데캐슬의 가격차이가 가장 크다. 청량리역 롯데
캐슬은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0.3억원(평당 3,020만원)이
지만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정부 가격을 적용하면 3.2억원(평당 930만원)이다. 차액만 7.1억원(평당 
2,090만원)이며 3.3배 비싸다(표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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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양일
분양한 가격 상한제 적용 정부가격 대비

(차액)금액① 비율 금액② 비율

신반포

센트럴자이
17.09.01

대지비 2,900 64% 1,350 69%

건축비 1,630 36% 600 31%

계 4,530 100% 1,950 100% 2.3배(2,580)

개포래미안

포레스트
17.09.08

대지비 2,970 67% 1,440 71%

건축비 1,440 33% 600 29%

계 4,410 100% 2,040 100% 2.2배(2,370)

디에이치

자이개포
18.02.09

대지비 3,420 82% 1,070 63%

건축비 710 18% 630 37%

계 4,130 100 1,700 100% 2.4배(2,430)

래미안

리더스원
18.10.31

대지비 3,730 75% 1,720 73%

건축비 1,240 25% 630 27%

계 4,970 100% 2,350 100% 2.1배(2,620)

디에이치

라클라스
18.11.28

대지비 3,470 69% 1,440 70%

건축비 1,580 31% 630 30%

계 5,050 100% 2,070 100% 2.4배(2,980)

방배

그랑자이
19.04.25

대지비 3,330 68% 1,760 73%

건축비 1,600 32% 640 27%

계 4,930 100% 2,400 100% 2.0배(2,520)

디에이치

포레센트
19.04.25

대지비 3,250 70% 1,450 69%

건축비 1,390 30% 640 31%

계 4,640 100% 2,090 100% 2.2배(2,540)

서초

그랑자이
19.06.27

대지비 3,480 70% 2,030 76%

건축비 1,440 30% 640 24%

계 4,920 100% 2,670 100% 1.8배(2,240)

평균

대지비 3,320 71% 1,530 71%

건축비 1,380 29% 630 29%

계 4,700 100% 2,160 100% 2.2배(2,530)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아파트 한 채당 3억원씩 상승했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서
만 2억원씩 상승했다. 더 이상 집값상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분양가상한제
를 적용하여 바가지 분양을 근절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도 2년 전처럼 시늉만 내
지 말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로 확장되어야 하며, 62
개 분양원가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됐을 때 집값도 안정됐다. 실효
성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분양가격에 낀 거품이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표1> 강남권(강남·서초·송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비교
(단위: 만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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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양일
분양한 가격 상한제 적용 정부가격 차이

(①/②)금액① 비율 금액② 비율

고덕자이 18.06.14

대지비 1,380 56% 1,020 62%

건축비 1,070 44% 630 38%

계 2,450 100% 1,650 100% 1.5배(810)

노원

꿈에그린
18.08.16

대지비 590 32% 350 36%

건축비 1,240 68% 630 64%

계 1,830 100%   980 100% 1.9배(840)

청계센트럴

포레
18.12.27

대지비 1,090 43% 500 44%

건축비 1,430 57% 630 56%

계 2,520 100% 1,130 100% 2.2배(1,390)

꿈의숲

아이파크
18.07.05

대지비 1,020 56% 350 36%

건축비 800 44% 630 64%

계 1,820 100%   980 100% 1.9배(840)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18.06.14

대지비 1,420 57% 530 46%

건축비 1,090 43% 630 54%

계 2,510 100% 1,160 100% 2.2배(1,350)

힐스테이트

녹번역
18.11.27

대지비 1,040 52% 430 41%

건축비 970 48% 630 59%

계 2,010 100% 1,060 100% 1.9배(950)

태릉

핼링턴플레

이스

19.02.21

대지비 920 50% 480 43%

건축비 910 50% 640 57%

계 1,830 100% 1,120 100% 1.6배(710)

청량리역

롯데캐슬
19.07.09

대지비 1,510 50% 290 31%

건축비 1,510 50% 640 69%

계 3,020 100%   930 100% 3.3배(2,090)

평균

대지비 1,120 50% 500 44%

건축비 1,130 50% 630 56%

계 2,250 100% 1,130 100% 2.0배(1,120)

주) 토지비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부가 결정한 공시지가에 용적률 적용 후 토지부대비용(토지비 연 10%)을 
합산해 산출

주) 건축비는 분양 연도별 기본형건축비 적용(2017년 600만원, 2018년 630만원, 2019년 640만원)

<표2> 비강남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비교
(단위: 만원/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