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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 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내놓아라.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보유 실태 발표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과 및 실태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규탄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w w w . c c e j . o r . k r / T e l . 0 2 - 7 6 5 - 9 7 3 1 
F a x . 0 2 - 7 4 1 - 8 5 6 4
(0308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회원가입 문의 02-766-5627,8  후원 008-01-0567-507(국민)  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김헌동 본부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남은경 국장, 서휘원 간사), 02-3673-2141
▪시행 : 2020. 07. 01.(총 1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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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오늘(7월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
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
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에 
대해 국민께서 분노하자 당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면서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그러나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경과 했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까지 확
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이다.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
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표> 수도권 내 2채이상 청와대 참모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단위 : 만원, %)

순
위 이름 직위 보유

채수
2020년 
신고액

2017년 
5월 시세

2020년 
6월 시세 증가 증가율

1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2 176,800 214,000 327,500 113,500 53.0
2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2 143,715 135,000 301,500 166,500 123.3
3 강민석 대변인 2 154,600 158,750 271,000 112250 70.7
4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2 99,950 101,500　 164,500 63000 　62.1
5 유송화 (전)춘추관장 3 46,100 96,500 147,500 51000 52.8
6 강문대 (전)사회조정비서관 2 92,400 90,500 128,750 38250 42.3
7 김애경 (전)해외언론비서관 2 63,100 78,000 96,000 18000 23.1
8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 59,200 68,400 90,400 22000 32.2

8명 총액 17 835,865 942,650 1,527,150 584,500 62.0
8명 평균 104,483 117,831 190,894 73,063 62.0

주1) 본인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기준 수도권 내 2채 이상 청와대 참모만 포함. 
  2) 신고액은 2020년 3월~5월 공개 자료
  3) 시세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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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의 경우 16.6억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정부통계가 비
현실적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판단으로는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 할 수 없다.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
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 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
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
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해라. 또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 22번째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 되풀이 말라.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인 집값폭등에 임기 말에 주거안정을 위한 경실련 정책
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현재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
이 여야 정치권과 야합 모두 없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 정책 제안 1)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인터넷에 
상세계약 내용을 상시공개해라. 민간과 공공 원가공개로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한다. 2)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전국에 예외 없이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
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매각 금지,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
라, 4) 시세의 45% 수준 낮게 조작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
자 세금 특혜는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입안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라. 6) 임대업자 대
출을 전액 회수하고 임대업자 대출을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세대
출을 회수하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관련 법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 기자회견 자료
■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현황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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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직자 아파트·오피스텔 보유현황]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 국민 비난 피하려는 보여주기였나?

청와대 다주택자 주택처분 권고 이후에도 18명, 28%는 다주택자

<경과보고> 

○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음. 

○ 2019년 12월 11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 분석 -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발표 
-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년 8.2억에서 2019년 11.4억으로, 평균 3억 상승한 것으로 드러남. 상승
액 상위 10명의 공직자 아파트 재산이 10억 상승(2017년 15.8억에서 2019년 11월 현
재 25.8억)

○ 2019년 12월 11일,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대한 청와대 관계
자 발언에 대한 입장 
- 경실련 분석발표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모 중에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사
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음 ”저는 재산이 늘지 않았다. 이자 등이 
붙어서 올랐어도 평균 3억원은 얼토당토 않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음. 이에 대해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등의 재산을 발표한 것. 대통령을 제외한 전 현직 
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엇이 일반화인지 발언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발표. 

○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권고
-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 적극 동참 권

고,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
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음. 

○ 2019년 12월 17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처분 권고, 환영한다. 
- 지지하고 환영. 다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

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바람. 현재 국토부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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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처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하고, 정부의 부
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청와대는 1급 이상의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2채 이
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해야 함. 

○ 2020년 2월 26일 20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 상승 실태 분석발표 – 국회의원 아
파트값, 4년 동안 5억 올랐고, 43% 상승했다.

-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은 평균 16억, 상위 10% 국회의원 아파트 44억원. 임기 4년 
동안 재산은 2016년 11억에서 현재 16억으로 5억(43%) 상승. 국회의원 중 아파트가 
없는 의원은 22%, 국회의원 300명 중 223명(78%)이 아파트 재산 보유. 

○ 2020년 6월 3일, 경실련 청와대 비서실 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실태 등 세부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실태 
- 청와대 행정관에게 팩스로 전달 이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

○ 2020년 6월 19일, 경실련, 다시 6월 26일까지 이행실태 공개 요청(문자 소통)
-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받고, 총무과에

서 회신 여부 살펴보고 있다는 답변받음. 

○ 2020년 6월 26일, 이번 주 내에는 어렵다는 답변받음 (문자 소통)
-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총무과에서 답변 여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받음. 

○ 2020년 7월 1일, 청와대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 경실련은 청와대에 경실련 질문에 대한 회신을 6월 26일까지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자체적으로 

청와대 소속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 내 2
주택 보유자 실태를 우선 분석해 발표함. 

< 청와대 참모진들의 주택보유 현황>

2020년 3월 정기공개 이후 4월 5월 6월 수시공개 대상자는 총 64명이었다. 이중 본인 배우자 명
의로 주택 보유여부를 조사했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보유자는 8명이었다. 또한 지방까지 포
함해서 2채 이상 보유자는 10명으로 총 18명, 28%가 다주택자였다. 2019년 12월 노영민 대통
령비서실장의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1주택 외 주택처분 권고 이후에도, 여전히 
8명의 청와대 전 현직 참모들이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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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
호승 경제수석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유송
화(전)춘추관장, 강민석 대변인 등이었다.

 <표1>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현황

이름
보유
채수

서울
경기 
인천

지방 비고

1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2 2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 1 1 서울시 은평구 음앙동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2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2 1 1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5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전) 2 1 1 서울시 중구 순화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6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전) 2 2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7 유송화 (전)춘추관장 3 3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2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8 강민석 대변인 2 2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채
수도권 다주택자 8명 17 12 5

1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 1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2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 3 3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채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채

3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 2 1 1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2 1 1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세종시 대평동

5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4 4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2채
제주도 제주시 연동 2채

6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전) 2 1 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세종시 새롬동

7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2 1 1 서울시 강남구 논편동
세종시 소담동

8 박진규 농상비서관 2 1 1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세종시 어진동

9 주형철 (전)경제보좌관 2 1 1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10 최혁진 (전)사회적경제비서관 2 2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2채

지방포함 다주택자 10명 23 5 2 16
1 김상조 정책실장 1 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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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1 1 광주시 북구 문흥동
3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1 1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4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1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구동
5 이정도 총무비서관 1 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1 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7 신동호 연설비서관 1 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1 1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9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 1 1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0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 1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1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1 1 서울시 중구 
12 이광철 민정비서관 1 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3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전) 1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14 정형곤 시민참여비서관(전) 1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5 권용일 인사비서관 1 1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16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1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7 양현미 문화비서관 1 1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8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1 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9 김유근 제1차장 1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20 김현종 제2차장 1 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1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1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2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전) 1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23 조영철 재정기획관 1 1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24 김기태 사회적경제비서관 1 1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25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 1 1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6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 1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27 조경식 디지털혁신비서관 1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8 윤건영 (전)국정기획상황실
장 1 1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29 권향엽 (전)균형인사비서관 1 1 서울시 영등포구 시길동
30 박종규 (전)재정기획관 1 1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1 김혜애 (전)기후환경비서관 1 1 서울시 광진구 능동
32 김미경 균형인사비서관 1 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33 이공주 (전) 과학기술비서관 1 1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34 박복영 경제보좌관 1 1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35 한정우 춘추관장 1 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6 김광진 정무비서관 1 1 광주시 서구 풍암동

1주택자 36명 36 23 11 2
1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0
2 김영식 법무비서관 0
3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 0
4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0

5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0
6 박영범 농해수비서관 0

7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0
8 이광호 교육비서관(전) 0
9 김창수 통일정책비서관 0
10 고민정 대변인(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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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0년 3월 정기공개, 2월~6월 수시공개, 직책은 재산공개 당시로 표기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 9명을 대상으로 시세 조사를 해봤다. 조사 결
과, 8명의 2020년 재산신고액은 8.4억이었다. 하지만 시세로는 2017년 5월 기준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9.1억이었다. 2017년 대비 상승액이 무려 7.3억으로, 3년 동안 62.0% 상승했다. 

<표2> 수도권 내 2채 이상 청와대 참모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 증가
(단위 : 만원, %)

순
위 이름 직위 보유

채수
2020년 
신고액

2017년 
5월 시세

2020년 
6월 시세 증가 증가율

1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2 176,800 214,000 327,500 113,500 53.0
2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2 143,715 135,000 301,500 166,500 123.3
3 강민석 대변인 2 154,600 158,750 271,000 112250 70.7
4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 2 99,950 101,500　 164,500 63000 　62.1
5 유송화 (전)춘추관장 3 46,100 96,500 147,500 51000 52.8
6 강문대 (전)사회조정비서관 2 92,400 90,500 128,750 38250 42.3
7 김애경 (전)해외언론비서관 2 63,100 78,000 96,000 18000 23.1
8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 59,200 68,400 90,400 22000 32.2

8명 총액 17 835,865 942,650 1,527,150 584,500 62.0
8명 평균 104,483 117,831 190,894 73,063 62.0

주: 본인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기준 수도권 내 2채 이상 청와대 참모만 포함. 

   신고액은 2020년 3월~5월 공개 자료임. 

   2017년 실거래가는 2017년 5월 기준, 2020년 실거래가는 2020년 6월 현재 기준임. 

부동산 정책과 주택정책 등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
하게 보유하고 있고,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
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며, 문재인 정부에서의 3년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
금이라도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등 주택보유 실태 등을 재
점검하고, 대통령이 국민께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즉시 교체하기를 촉구한다. 

무주택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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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를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당장 제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절반을 넘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전국적
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집값 폭등으로 고
통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다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고, 청와대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지만, 집값을 낮추는 정책추진도 다주택자의 주택처분도 없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채당 6억에서 9억으로 3억, 
52%로 폭등했다.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아파트소유자에게는 3억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최저 임금은 500만원 오르는 데에 그쳤다. 청와대 공직자의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는 더욱 가관이다.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값은 평균 10억 상승하였고, 수도권의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 11명의 부동산재산은 7억 상승했다.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로 부동산 투
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 결과 자신들에게 매년 억대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안겼다.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고통은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의 불평등 
현상은 심화 되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이 되길바랬다.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어 집값 걱정 없
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를 부추기는 각종 개발정책과 규
제 완화와 개발 계획 발표를 멈추지 않았고,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에는 인색했다.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공정한 임대차시장을 정비하는 법안은 몇 년째 국
회에서 잠자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주택정책을 주도하고 추진해야 할 청와대를 비롯한 정
부 관료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다
주택 보유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다주택 보유 공직자부터 즉시 교체해야 한다.

경실련은 집값 거품을 빼고 대다수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
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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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와대 소속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현황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공직자의 
부동산과 주택 보유 실태와 재산 형성과정 등을 면밀하게 재점검하여 심각한 공직자는 
즉각 교체하라. 

둘째, 종합적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투기를 유발하는 개발 계획 발표를 
중단하고, 공공은 물론 민간 분양원가를 상시공개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전면 시행
하라. 신도시 공공택지 국공유지 민간 매각을 금지해 공적 주택을 확충하고, 토지는 공
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무늬만 임대 금지인 공기업의 민간 공동사업을 전면 
수사하고,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수사하라. 시세 40%대인 공시가를 2배 인상하고, 임대
사업자 세재·대출 특혜를 박탈하라. 

2020년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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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19년 12월 기준 청와대 전현직 참모 상위 10위의 재산증가액

 
한편, 2019년 12월 13일 경실련의 분석대상에 들어왔던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재산 증가를 추가적
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이들의 부동산재산은 2017년 15억 3천만원에서 2020년 현재 27억 4천만원
으로 12억 1천만원 증가했고, 79% 상승했다. 

<표2>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위(2020년 06월 시세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7.1 2018.1 2019.1 2020. 6월 

현재
증감

순위 이름 (‘17~현재) 상승률

1위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11.1) (13.2) 21.4 30.1 19.0 170%

2위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29.8) 32.8 40.9 46.9 17.0 57%

3위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20.5) (23.8) 28.3 32.8 12.3 60%

4위 김현철 경제보좌관(전) 13.0 17.0 (21.0) 25.2 12.2 93%

5위 장하성 정책실장(전) 17.9 23.0 (27.8) 28.8 10.9 61%

6위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전) (12.9) 16.4 (19.3) 23.8 10.9 84%

7위 김수현 정책실장(전) 9.0 11.0 (19.4) 19.4 10.4 116%

8위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12.3) (18.1) 19.3 22.6 10.3 83%

9위 박진규 통상비서관 (15.6) (19.8) 22.5 25.2 9.6 62%

10위 조한기 의전비서관 10.8 15.8 16.0 19.1 8.4 78%

평균(10위) 15.3 19.1 23.6 27.4 12.1 79%

주: 재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시세는 ( )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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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 191211.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40%) 상승 
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기재를 의무화해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재산공개 현황 분석 발표”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0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조사 및 분석 방법 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실태자료 분석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 담당
▪발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김헌동 본부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윤철한 정책실장, 서휘원 간사, 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김성달 국장, 장성현 간사, 02-3673-2146)

▪시행 : 2019.12.11.(총 9매)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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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
조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토부와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라고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시세 조사자
료와 가격 산정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64.8% 시세반영률은 경실
련 조사자료와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항상 조사내용 시세와 공시지가 그리고 비교 분석한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표준지 시세 조사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 2005년에도 시세반영률 91%라고 거짓 발표를 했었다. 국토부는 아직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에는 공개할 것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
이 국토부 자료(공시지가 조사서에 기록된 토지의 시세)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의 부동산 중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했다. 분석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신고재산을 토대로 대통령 임기 
중 시세 변화를 조사하여 신고가액과 비교했다. 우선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오피스텔만 
분석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1) 보유주택 기준 상위 10위, 평균 재산(시세)은 27.1억원으로 9.3억 증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공직자는 총 76명이다. 이중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신고한 공직자는 65명이다. 65명이 공개한 자산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했
다. 재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공개했을 때의 재산을 기준으로 시세를 조사했다. 

<표2> 아파트 오피스텔 보유재산 상위 10위(2019년 11월 시세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7.1 2018.1 2019.1 2019.11월 

현재
증감

순위 이름 직위 (‘17~현재) 상승률
1위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29.8) 32.8 40.9 43.6 13.8 46%

2위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20.5) (23.8) 28.3 31.5 11.0 54%

3위 박종규 재정기획관 22.8 23.3 28.5 29.2 6.4 28%

4위 장하성 정책실장(전) 17.9 23.0 (27.8) 28.5 10.7 60%

5위 박진규 통상비서관 (20.3) (24.6) 27.4 28.2 7.9 39%

6위 김현철 경제보좌관(전) 13.0 17.0 (21.0) 23.1 10.1 77%

7위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 (11.1) (13.2) 21.4 22.4 11.3 105%

8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16.1 18.3 20.3 22.0 6.0 37%

9위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전) (12.9) 16.4 (19.3) 22.0 9.1 70%

10위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13.8 17.5 20.3 21.0 7.3 53%

평균(10위) 17.8 21.0 25.5 27.1 9.3 52%

전체 평균(65명) 8.2 9.4 10.9 11.4 3.2 40%

주: 재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시세는 ( )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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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자산은 2019년 11월 기준 743억이며, 1인당 평균 11.4억원이다. 
재산 상위 10위의 평균 27.1억원이고, 가장 많은 공직자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보유재산이 
43.6억원이다.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승액은 평균 3.2억원이고 상위 10위는 9.3억원 증가했다. 

2) 가격 상승금액 기준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표2>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 증가 상위 10위(2019년 11월 시세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7.1 2018.1 2019.1 2019.11

월 현재
증감

순위 이름 (‘17~현재) 상승률

1위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29.8) 32.8 40.9 43.6 13.8 46%

2위 여연호 국정홍보비서관 (11.1) (13.2) 21.4 22.4 11.3 105%

3위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20.5) (23.8) 28.3 31.5 11.0 54%

4위 장하성 정책실장(전) 17.9 23.0 (27.8) 28.5 10.7 60%

5위 김수현 정책실장(전) 9.0 11.0 (19.4) 19.4 10.4 116%

6위 김현철 경제보좌관(전) 13.0 17.0 (21.0) 23.1 10.1 77%

7위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전) (12.9) 16.4 (19.3) 22.0 9.1 70%

8위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12.3) (18.1) 19.3 20.6 8.3 67%

9위 조한기 의전비서관 10.8 15.8 16.0 18.8 8.0 74%

10위 박진규 통상비서관 (20.3) (24.6) 27.4 28.2 7.9 39%

평균(10위) 15.8 20.0 24.1 25.8 10.0 64%

전체 평균(65명) 8.2 9.4 10.9 11.4 3.2 40%

주: 재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시세는 ( )로 표기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가격은 2017년 이후 (8.2억에서 11.4억) 평균 3.2억원 상승했다. 
자산증가 상위 10위는 평균 10억원 증가하였고,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은 13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재산가액 뿐 아니라 상승액도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여연호 국정 홍보비서관의 경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2채의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시세는 2017년 대비 2배로 상
승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건물면적 134.48㎡)에서만 무려 10.7억원이 상승, 
강남 아파트값 상승 폭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과천시 별양동 주
공아파트도 재건축단지로 10억 4천만원 상승했고 2017년 대비 2배가 넘는다. 김상조 현 정책실장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가격이 2017년 11.5억에서 현재 15.9억으로 4.4억이 상승했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논란이 되었던 흑석
동 상가주택을 34.5억원에 매각하여 1년만에 8.8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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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세차액 상위 10위 보유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9%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가격상승이 높은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하였다. 

<그림> 아파트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2019년 1월 기준)

주 : 여연호, 박진규의 경우 아파트 2채 소유로 1,2로 구분 표기함

12건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평균은 39%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4.8%)의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8건은 정부 통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부 통계의 신빙성이 높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발언한 김수현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아파트는 재건축 후 분양되면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뛰어 공시지가 시세반
영률은 36%에 불과했다. 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자이의 2018년 12월 분양가는 평당 3,200만원
이다. 건축비(500만원)를 제하고 용적률(220%)을 고려할 경우 토지 시세는 5,700만원이지만 2019년 
1월 기준 공시지가는 평당 2,05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6%이다. 

이외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보유한 세종시 아파트는 토지 시세가 평당 2,782만원인데 공시지가는 
492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 

4)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자는 27%, 3주택 이상은 10%

2019년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18명으로 전체의 37%이다. 이는 2017년 38%와 비슷하나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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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다주택자 현황(본인, 배우자 기준)

구분
2017 2018 2019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1주택자 21 62% 31 63% 31 63%

   2주택자 11 32% 13 27% 13 27%

3주택 이상 2 6% 5 10% 5 10%

계 34 100% 49 100% 49 100%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에 해결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
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 참
모들의 부동산가격은 폭등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장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공시(지가)가격의 시세반영률
을 시세 90%로 결정하고, 무늬만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전면확대 시행하고, 3기 신도시 중단 등의 
부동산투기근절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지난 2년 반 동안 집값 폭등 사실을 감추고 거짓 보고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자들을 문
책할 것을 요청한다. 또 대통령 직접면담 등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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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변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 정 
1983.01.01.

§ 공직자 재산신고 및 퇴직 후 유관사기업
체 취업제한

개 정 
1993.06.11.

시 행 
1993.07.12.

§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4급 와 재산등록
기관 확대, 심사 강화

§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 의
무화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
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
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
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2.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
에 의한 기준시가

2005년 4월 고위공직자 3명이 부동산 투기수법인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불법적․편법적 재산 축적 혐
의로 사직 
→ 2005년 4월 19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청원(대표의원 강창
일)
§ 부동산 재산 등록시 공시지가와 시세 함께 신고
§ 재산 등록시 재산형성과정 상세 기재(자산취득 시점과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화)
§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조사권 강화와 인력보강 
§ 재산공개대상자를 현재의 1급 이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자인 4급 이상 공직자로 확대
→ 2006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간 박명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

개 정 
2006.12.28.

시 행 
2007.06.29.

§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공시
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신고
(실거래가 기준), 

§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
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지거부
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
적으로 허용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
우 등록재산 공개대상 공직자 등에 대하
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8098호, 
2006.12.28.공포 · 2007.6.29.시행)에 따
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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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 ③ 제1항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
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
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제4조의④ 법 제4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는 실
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는 보상액을 말한다. <신설 2007. 
6. 21.>

2018년 4월 청와대 주요 참모들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공시가 기준 재산신고 제도 이용 실거래가보다 줄
여서 공개한다는 지적 
→ 정부, 최초 재산신고를 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최초신고
만으로 실효성 있을지 의문 제기)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 관계자, NTN(이상현 기자와의 인터뷰(2018.06.27.)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행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시가’가 아니다”

시 행 
2018.07.02.

§ 재산 등록의무자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평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는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
로 산정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함.

* 부동산 재산신고 관련
제4조2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
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
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
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
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
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
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
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
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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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통령비서실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신고 현황 

구분　
2017.1 2018.1 2019.1 증감(‘19-’17)

신고 시세 신고 시세 신고 시세 신고 시세

총액 (억) 167.1 247.9 273.9 413.3 305.5 500.8 138.4 252.9

재직자(명) 35  51  50    

평균
(억원/인당) 4.8 7.1 5.4 8.1 6.1 10.0 1.3 2.9

시세반영률 67% 66% 61%

대통령비서실 재직자의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의 평균 1인당 신고가액은 2017년 4.8억원, 2018년 
5.4억, 2019년 6.1억원으로 2년 동안 1.3억원 증가했다. 시세 기준 가액은 2017년 7.1억, 2018년 
8.1억, 2019년 1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 9천만원 증가했다. 지난 3월 인사혁신처
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현황을 발표했고, 1인당 평균 재산증가액은 평균 5,900만원이다. 청와대 고
위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평균증가액의 5배나 된다. 

연도별 신고가액 대비 시세반영률도 2017년 67%, 2018년 66%, 2019년 61%로 낮아졌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켰다고 하지만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신고재산의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졌다. 

<표2> 아파트용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구 분 2017.1 2019.1

순위 이름 공시지가 토지 시세 시세반영률 공시지가 토지 시세 시세반영
률

1위 주현 2,714 4,897 55% 3,289 6,914 48%

2위
여연호(1) 1,410 2,924 48% 1,716 4,981 34%

여연호(2) 1,810 4,257 43% 2,326 7,040 33%

3위 김조원 3,363 5,458 62% 4,346 8,573 51%

4위 장하성 3,201 5,057 64% 3,762 7,951 47%

5위 김수현 1,601 2,539 63% 2,058 5,706 36%

6위 김현철 3,564 7,272 49% 4,290 12,229 35%

7위 채희봉 4,260 9,535 45% 5,501 14,798 37%

8위 조성재 2,605 3,467 75% 2,912 5,478 53%

9위 조한기 3,366 7,826 43% 4,290 12,186 35%

10위
박진규(1) 1,432 3,520 41% 1,766 4,809 37%
박진규(2) 349 1,453 24% 492 2,782 18%

평균(10위) 5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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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대통령비서실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 시세 현황 
순위 이름 2017.1 2018.1 2019.1 2019.11(현재)

상승액
(현재~2017)

상승률

1 주현 2,982,500 3,280,000 4,091,000 4,364,000 1,381,500 46.32%

2 김조원 2,050,000 2,380,000 2,825,000 3,150,000 1,100,000 53.66%

3 박종규 2,280,000 2,325,000 2,850,000 2,915,000 635,000 27.85%

4 장하성 1,785,000 2,300,000 2,775,000 2,850,000 1,065,000 59.66%

5 박진규 2,027,500 2,457,500 2,740,000 2,817,500 790,000 38.96%

6 김현철 1,300,000 1,695,000 2,100,000 2,305,000 1,005,000 77.31%

7 여연호 1,114,697 1,318,636 2,140,000 2,240,000 1,125,303 104.67%

8 박형철 1,605,000 1,832,000 2,025,000 2,200,000 595,000 37.07%

9 채희봉 1,287,500 1,640,000 1,925,000 2,195,000 907,500 70.49%

10 조용우 1,375,000 1,750,000 2,025,000 2,100,000 725,000 52.73%

11 조성재 1,232,000 1,805,000 1,930,000 2,060,000 828,000 106.74%

12 이진석 1,335,000 1,690,000 1,870,000 2,045,000 710,000 53.18%

13 김수현 900,000 1,100,000 1,940,000 1,940,000 1,040,000 115.56%

14 조국 1,635,000 1,830,000 1,815,000 1,875,000 240,000 14.68%

15 조한기 1,075,000 1,575,000 1,600,000 1,875,000 800,000 74.42%

16 차영환 1,435,000 1,525,000 1,780,000 1,865,000 430,000 29.97%

17 윤도한 1,091,250 1,239,000 1,707,500 1,830,000 738,750 67.70%

18 신지연 1,210,000 1,465,000 1,785,000 1,825,000 615,000 50.83%

19 윤영찬 1,110,000 1,420,000 1,620,000 1,680,000 570,000 51.35%

20 이호승 1,163,210 1,465,710 1,583,210 1,643,210 480,000 41.27%

21 정혜승 1,265,000 1,275,000 1,450,000 1,600,000 335,000 26.48%

22 이정도 1,215,000 1,285,000 1,500,000 1,550,000 335,000 27.57%

23 홍승아 965,000 1,155,000 1,455,000 1,505,000 540,000 55.96%

24 강문대 905,000 952,500 1,135,000 1,155,000 250,000 27.62%

25 윤종원 735,000 905,000 1,045,000 1,095,000 360,000 48.98%

26 김연명 942,500 980,000 1,050,000 1,045,000 102,500 10.88%

27 김봉준 580,000 705,000 890,000 1,010,000 430,000 74.14%

28 권용일 695,000 825,000 970,000 1,005,000 310,000 44.60%

29 김거성 785,000 880,000 932,500 975,000 190,000 24.20%

30 황덕순 1,042,500 1,040,000 971,670 965,000 (77,500) -7.43%

31 김종호 655,000 730,000 940,000 960,000 305,000 46.56%

32 정태호 727,500 762,500 867,500 915,000 187,500 25.77%

33 백원우 860,000 860,000 860,000 885,000 25,000 2.91%

34 이용선 657,500 725,000 855,000 865,000 207,500 31.56%

35 유송화 582,500 642,500 785,000 815,000 232,500 39.91%

36 이공주 642,500 697,500 768,500 810,000 167,500 26.07%

37 임종석 665,000 665,000 750,000 810,000 145,000 21.80%

38 윤성원 635,000 692,500 740,000 802,500 167,500 26.38%

39 권향엽 470,000 510,000 675,000 715,000 245,000 52.13%

40 최우규 477,500 530,000 660,000 705,000 227,500 47.64%

41 윤건영 357,500 372,500 550,000 550,000 192,500 53.85%

42 조현옥 355,000 410,000 535,000 525,000 170,000 47.89%

43 진성준 525,500 542,000 542,000 524,500 (1,000) -0.19%

44 신동호 425,000 450,000 470,000 515,000 90,000 21.18%

45 하승창 422,500 432,500 465,000 500,000 77,500 18.34%

46 권혁기 505,000 512,500 507,500 497,500 (7,500) -1.49%

47 김홍수 482,500 515,000 505,000 485,000 2,500 0.52%

48 반장식 400,000 430,000 480,000 470,000 70,000 17.50%

49 홍장표 480,000 490,000 472,500 460,000 (20,000) -4.17%

50 강성천 355,000 395,000 450,000 455,000 100,000 28.17%

51 김형연 407,500 420,000 425,000 422,500 15,000 3.68%

52 송인배 370,000 370,000 415,000 417,500 47,500 12.84%

53 최혁진 407,500 407,500 406,250 385,000 (22,500) -5.52%

54 은수미 262,500 290,000 312,500 305,000 42,500 16.19%

55 김혜애 248,000 248,000 261,000 261,000 13,000 5.24%

56 황태규 254,000 255,000 255,000 260,000 6,000 2.36%

57 강기정 235,000 237,500 235,000 235,000 0 0.00%

58 최재관 240,000 232,500 220,000 215,000 (25,000) -10.42%

59 나소열 220,000 220,000 215,000 210,000 (10,000) -4.55%

60 엄규숙 170,000 185,000 190,000 192,500 22,500 13.24%

61 김우호 124,720 124,720 124,720 124,720 0 0.00%

62 김영배 112,500 120,000 120,000 115,000 2,500 2.22%

63 김금옥 105,000 110,000 97,500 90,000 (15,000) -14.29%

64 유민영 67,200 67,200 67,200 67,200 0 0.00%

65 김성진 56,000 56,000 56,000 56,000 0 0.00%

합계 53,084,077 60,803,266 70,862,050 74,300,630 21,285,553

평균 818,729 942,379 1,084,032 1,143,687 3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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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3 :    2020년 6월 3일 청와대에 보낸 공문 사본 

1.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 모아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
현하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3.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 과정을 통해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원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
동산을 통한 재산증식과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 등도 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4. 경실련의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년 8억에서 2019년 11억으로 평균 3억 상
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년 11억에서 2019년 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
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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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7.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8.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
졌는지 알기 위해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자인 4급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자 1주
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

9. 바쁘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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