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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 국토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던 장관, 2년 반 투기세력과 동거

문재인 2년 반 서울아파트 3억원, 강남은 6억 폭등 역대 정권 중 최악
경실련, 집값 폭등 해결 근본대책 위해 대통령 공개면담 요청

어제 정부가 27개 행정동(강남4구 22개동, 비강남권 5개동)에 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
용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은 5%에 불과한 상한제 핀셋 지정
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더 발생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
다. 이 정부는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게다가 
강남권에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상당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도록 미리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권은 6억원씩 
폭등했다. 역대 정부 중 집값을 최대로 끌어올린 정부가 되었다. 그럼에도 6일 분양가상
한제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발언했다. 주택정책을 집값안정, 주거안정이 
아닌 경기부양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
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조장하는 꼴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방식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
한의 장치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군사정부, 김영삼, 이명박 정부 때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을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정책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강남에서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실제 분양가(평당 4,700만원)의 절반 이하 평당 2,160만
원에 공급 가능했다. 강북권도 평당 1,130만원(실제 분양가는 평당 2,250만원)에 가능했
다. 지방도 다르지 않다.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의 분양가는 가파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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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했다. 대구의 경우 연평균 16%, 광주도 연평균 13%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
승률은 1.3%, 가구소득은 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비정상인지 알 수 있다. 이처
럼 이미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적정원가와의 차액이 아닌 단순히 전년 대비 상
승률에 따라 상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구멍 뚫린 상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고분
양‧바가지 분양에 따른 집값 상승도 불가피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지속해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확대 시행, 후분양제 
전면도입 등 주택 공급방식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
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말만 꺼내놓고 폭등을 방치했다. 겨우 2년 반만에 전국
의 1% 지역, 서울의 5% 지역만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방치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김현미 장관은 2017년 5월 취
임 당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지난 1년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분석한 결
과 다주택 보유자와 미성년자 등 투기세력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년 반만에 서
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씩, 총 550조원이 폭등했고, 강남은 6억원씩, 200조원이 
폭등했다. 왜 무능한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을 맡기는지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 청와대
의 참모들도 문제다. 장하성과 김수현 그리고 김상조로 이어지는 정책실장의 무능은 특
히 문제다.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에게 집값안정, 투기근절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집값 폭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해법을 묻
기 위해 공개면담을 요청한다. <끝>
※ 별첨

<그림1>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 20년간 가격 변화
(단위 : 만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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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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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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27 대지비 1,090 43% 500 44%

<표1> 강남권(강남·서초·송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비교
(단위: 만원/3.3㎡)

<표2> 비강남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비교
(단위: 만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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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주자모집 상한제 적용1)

차액 대비
분양가 분양가

부산

대지비 633 126

건축비 1,070 626

계 1,703 752 951 2.3배

대구

대지비 882 222

건축비 1,002 636

계 1,884 858 1,026 2.2배

대전

대지비 470 117

건축비 787 631

계 1,257 748 509 1.7배

광주

대지비 430 127

건축비 1,094 638

계 1,524 764 760 2.0배

평균

대지비 604 148

건축비 988 633

계 1,592 781 811 2.0배

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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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지방대도시 아파트 분양가 비교(입주자모집 vs 상한제 적용)
(단위: 만원/3.3㎡)

주1) 대지비 = {토지평당 공시지가 + 금융비용 등(공시지가의 10%)}÷용적률    건축비 = 분양시기 별 기본형건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