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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시세와 신고액 비교, 시세 변동 분석]
시세는 38억, 신고가는 25억으로 13억(34%) 낮게 신고

아파트값 지난 10년간 9.8억(79%), 문재인정부 7.3억(49%) 상승
75%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9억 상승

국회는 행정부의 투기 구경만 말고, 집값 해결 법안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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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과 부동산 신고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
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
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
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
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
(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1)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
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
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
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표1>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신고액과 시세
단위 : 백만원. %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1)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아파트 수 신고액
(‘20.03/08)

시세
('20.11.) 차액 반영률

상위 
30명

합계 51채 75,034 113,102 38,068 
66.3 

인당 평균 1.7채 2,501 3,770 1,269 

상위 
10명 

합계 20채 35,665 56,271 20,606
63.4

인당 평균 2채 3,567 5,627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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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
(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
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셋째,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한 채당 지난 10년간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
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4년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간 평균 13억 상승(2010
년 15.1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드러나, 10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였다. 문재인정
부에서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 4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신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시점이 불명확하여 의원별 시세차액을 알 수 없지만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이후 크게 상승한 것은 명확하다. 

<표2> 2010년 이후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액(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 보유(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지난 10년 시세 변동액 적용

시세
(‘10.01)

시세
(‘17.05.)

시세
(‘20.11.)

10년간 상승액 문재인정부 상승액

상승액 상승률 상승액 상승률

상위 
30명

(51채)

합계 63,048 75,744 113,102 50,054 
79.4

37,358 
49.4인당 평균 2,102 2,525 3,770 1,668 1,245 

채당 평균 1,236 1,485 2,218 981 733 

상위 
10명

(20채)

 합계 30,155 38,988 56,271 26,117
86.6

17,283
44.3인당 평균 3016 3899 5627 2612 1728

채당 평균 1,508 1,949 2,814 1,306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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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
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
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
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
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
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
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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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 실태발표

1. 분석 배경 및 조사 목적

ㅇ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결과,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6,538억원, 1인
당 평균 21.8억이었다. 이 중 부동산재산은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평균재산 4.3억, 부동산재산 3.3억의 5배, 4배가 되
는 수치였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의 평균과 차이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됐다. 또, 300명 중 250명(83%)는 유주
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0명(17%)에 불과했다. 유주택자 중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렇듯 21대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는 일부 드러났지만, 보다 세부적인 
부동산재산 실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당시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21대 국회 당선자가 후보
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
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신고 부동산의 시세 파악을 어렵게 하는 한계도 있었다.

ㅇ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실태를 심층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재산을 아파트, 상가
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해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을 중
심으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ㅇ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자료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쳤다. 

ㅇ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 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서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
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무소속 7명을 당선 당시 기준으로 분
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진 포함), 국민의 힘 19
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윤상현, 홍준표) 등이다. 

ㅇ 또, 이중 재선은 15명(김희국, 박덕흠, 박병석,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윤상현, 윤영석, 이낙
연, 이상직, 이헌승, 정점식, 정진석, 주호영, 홍준표) 등이고, 초선은 15명(김홍걸, 김회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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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수, 소병철, 양정숙,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달곤, 이수진(지역), 이용우, 이주환, 정경희, 
조수진, 한무경) 등이다.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한 10명 의원은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 등 20명은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
라서 신고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되
지 않았다. 

ㅇ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ㅇ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
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3. 조사 내용 

 1)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평균 신고액은 25억, 시세는 37.7억(시세 대비 66.3%)

ㅇ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
재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 인당 12.7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6.3%로 나타났다. 

<표1>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신고액과 시세 
단위 : 백만원. %

이름 정당 신고량 신고액
(‘20.03/08)

시세
('20.11.) 차액 반영률

박덕흠 무소속 3 6,400 10,675 4,275 60.0 
양정숙 무소속 2 4,655 6,205 1,550 75.0 
박병석 무소속 2 3,479 5,956 2,477 58.4 
김홍걸 무소속 2 4,333 5,850 1,517 74.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2 3,496 5,295 1,799 66.0
주호영 국민의 힘 2 3,156 5,180 2,024 60.9 
정진석 국민의 힘 1 2,536 4,500 1,964 56.4 
송언석 국민의 힘 2 2,220 4,335 2,115 51.2 
이상직 무소속 2 2,998 4,200 1,202 71.4 
이헌승 국민의 힘 2 2,392 4,075 1,683 58.7 

상위 10명(20채) 합계 35,665 56,271 20,606
63.4

상위 10명 평균 3,567 5,627 2,061
30명(51채) 합계 75,034 113,102 38,068 

66.3 30명 평균 2,501 3,770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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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인당 20.6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3.4%로 나타났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신고가는 3월, 8월이고 시세는 11월로 시점 차
이도 있지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고,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ㅇ 현재(20년 11월) 기준 시세 1위는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
북 옥천 등 3채 아파트를 신고했으며, 시세는 107억이다. 이외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
(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 힘) 52억, 정
진석(국민의 힘) 45억, 송언석(국민의 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 힘) 41억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2) 정당별, 국민의 힘 19명(시세 701억), 더불어민주당 9명(370억), 무소속 2명(60억)

ㅇ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 19명, 더불어
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다. 

ㅇ 국민의 힘(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
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 대비 시세
반영률은 62.9%이다. 더불어민주당(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271억(1인당 30.1억)이었지
만, 2020년 11월 시세는 370억(1인당 41.1억)으로, 99억(인당 11억) 차이가 있었다. 

<표2> 정당별 아파트 재산 신고액 대비 시세
단위 : 백만원. %

   * 정당 분류는 2020.04 당선 기준 

아파트 수 신고액
(‘20.03/08)

시세
('20.11.) 차액 반영률

국민의 힘
(19명)

34채 44,068 70,114 26,046 
62.91인당 평균 2,319 3,690 1,371 

1채당 평균 1,296 2,062 766 

더불어민주당
(9명)

14채 27,114 37,036 9,922 
73.21인당 평균 3,013 4,115 1,102 

1채당 평균 1,937 2,645 708 

무소속
(2명)

3채 3,852 5,953 2,101 
64.71인당 평균 1,926 2,976 1,050 

1채당 평균 1,284 1,984 700 
합계 51채 75,034 113,102 38,068 

66.3 1인당 평균 2,501 3,770 1,269 
1채당 평균 1,471 2,218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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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값은 지난 10년간 9.8억(79.4%), 문재인정부 4년 동안 7.3억(49.4%) 상승

ㅇ 지난 10년, 문재인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의원의 보유(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아파트값 변동을 조사했다. 

<표3> 상위 10명 아파트의 지난 10년간 시세 상승액, 시세 상승률(202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 보유(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지난 10년 시세 변동액 적용

- * 재건축 아파트로 재건축 이전 시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 적용

이름 정당 관계 소재지
시세 10년간 상승액 문재인정부 

이전(b-a)
문재인정부 
이후(c-b)

‘10.01
(a)

‘17.05
(b)

‘20.11.
(c) 금액 상승률 금액 상승률 금액 상승률

박덕
흠

국민의힘
(현 무소속)

본인, 
배우자

서울 강남 
삼성 4,400 6,100 6,900 2,500 56.8 1,700 38.6 800 13.1 

본인 충북 옥천 138 230 225 87 63.4 92 66.6 -5 -2.1
배우자, 

차남
서울 송파 

잠실 2,375 2,475 3,550 1,175 49.4 100 4.2 1,075 43.4 

양정
숙

더불어
민주당

(현 무소속)

본인 서울 강남 
대치 2,350 2,350 3,600 1,250 53.1 0 0.0 1,250 53.1 

배우자 서울 서초 1,587 1,710 2,605 1,018 64.0 123 7.7 895 52.3 

박병
석

더불어
민주당

(현 무소속)

본인 서울 서초 
반포 2,700 3,915 5,775 3,075 113.8 1,215 45.0 1,860 47.5 

본인 대전 서구 
정림 120 164 181 61 50.8 44 36.6 17 10.3 

김홍
걸

더불어
민주당

(현 무소속)

배우자 서울 강남 
일원 780* 1,236 1,800 1,020 130.7 456 58.4 564 45.6 

배우자 서울 서초 
반포 1,880* 2,700 4,050 2,170 115.4 820 43.6 1,350 50.0 

김회
재

더불어민
주당

(국토위)

본인 서울 송파 
잠실 1,010 1,175 2,245 1,235 122.2 165 16.3 1,070 91.0 

본인, 
배우자

서울 용산 
서빙고 1,870 2,320 3,050 1,180 63.1 450 24.0 730 31.4 

주호
영 국민의힘

본인 대구 수성 
두산 320 525 705 385 120.3 205 64.0 180 34.2 

본인, 
배우자

서울 서초 
반포 2,085 3,045 4,475 2,390 114.6 960 46.0 1,430 46.9 

정진
석 국민의힘 본인, 

배우자
서울 강남 

압구정 2,575 3,100 4,500 1,925 74.7 525 20.3 1,400 45.1 

송언
석

국민의힘
(국토위)

본인, 
배우자

서울 강남 
대치 1,725 1,900 3,000 1,275 73.9 175 10.1 1,100 57.8 

본인 경기 과천 
부림 635 705 1,335 700 110.2 70 11.0 630 89.3 

이상
직

더불어
민주당

(현 무소속)

본인 서울 서초 
반포 1,810 2,590 4,000 2,190 120.9 780 43.0 1,410 54.4 

장녀 전북 전주 
완산 160 228 200 41 25.3 68 42.5 -28 -12.0

이헌
승

국민의힘
(국토위)

본인 서울 서초 
반포2 1,010 1,620 2,425 1,415 140.1 610 60.4 805 49.6 

배우자 서울 서초 
반포 625 900 1,650 1,025 164.0 275 44.0 750 83.3 

상위 10명 평균(1채당) 1,508 1,949 2,814 1,306 86.6 441 29.2 864 44.3
상위 30명 평균(1채당) 1,236 1,485 2,218 981 79.4 249 20.1 733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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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의 지난 10년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1채당 평균 2010년 12.4
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정부 동안에는 
2017년 5월 1채당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ㅇ 상위 1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10년동안 1채당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억에서 2020년 28
억)한 것으로 드러나, 상승률이 8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채당 평
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의 문재
인정부 시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44.3%이다. 

ㅇ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
(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
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문재인정부에서 시세증가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역시 박병석(무소속)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
파트로 18.6억(39.2억→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14.3
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4.1억, 정진석(국민의힘) 압구정동 아파트 14억, 김홍걸(무
소속) 반포동 아파트 13.5억 등의 상승액이 높게 나타났다. 

4) 서울아파트(75% 차지), 10년 동안 12억(80.4%), 문재인 이후 9억(49.9%) 상승

ㅇ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신고 아파트 51채를 분석했더니,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
어 서울 집중도가 74.5%에 달했다. 이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 28채가 집중해있다.

ㅇ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
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은 서초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서초구에는 14채가 소재해있으며, 한 채당 평균 15억원, 96.9%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왕
십리뉴타운 사업이 진행됐던 성동구가 131.6%로 가장 높다. 서울 이외 지역도 4.3억에서 7.6
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ㅇ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이 높은 지역은 서초구 한 채 당 평균 10.9억(19.5억에서 30.4
억), 55.7% 상승, 송파구 10.3억, 54% 상승(19.1억에서 29.4억), 강남구 9.8억, 43.5% 상승
(22.6억에서 32.3억)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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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상위 30명 신고 아파트의 지역별 10년간 시세 상승액, 시세 상승률
단위 : 백만원, %

 주1) 보유 시점과 관계없이 지난 10년 아파트 시세 변화 적용
   2)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 이전 시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 적용

4. 분석결과 및 경실련 주장

ㅇ 경실련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을 축소 시키는데 정부가 조작한 공시가격이 활용
되고 있다. 실제 재산을 국민 모두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는 것인데, 실제보
다 매년 축소 시켜 왔다. 21대 국회 역시 시세의 66%로 34% 줄여 신고한 것이다. 매년 2천
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시세를 조사하는데 왜 시세보다 낮게 조작 보유세 등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줄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 힘은 부동산 대
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는 낮은 공시가격을 높이지 못하도록 당의 정책을 정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도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
파트값 상승률은 49.9%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장하던 서울 아파트값 14%와는 크게 차이 
나며 정부 통계가 거짓임을 보여준다. 

ㅇ 따라서 2021년 고위공직자 자산신고를 할 때 보유 부동산의 시세대로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

신고 
가구

신고 
비중 
%

시세
('10.01) 

시세
(‘17.05)

시세
('20.11)

10년간 
상승액

10년간 
상승률

문재인
정부 

상승액

문재인
정부 

상승률

서울 합계 38 74.5 1,512 1,813 2,718 1,206 79.8 905 49.9 
서울 강남 10 19.6 1,851 2,250 3,228 1,377 74.4 978 43.5 
서울 서초 14 27.5 1,546 1,954 3,043 1,497 96.9 1,089 55.7 
서울 송파 4 7.8 1,774 1,906 2,936 1,163 65.5 1,030 54.0 

강남3구 소계 28 54.9 1,687 2,053 3,094 1,406 83.4 1,040 50.7
서울 마포 1 2.0 960 1,150 1,870 910 94.8 720 62.6 
서울 서대 1  2.0 560 685 1,170 610 108.9 485 70.8 
서울 성동 1 2.0 380 430 880 500 131.6 450 104.7 
서울 양천 2 3.9 1,130 1,170 1,888 758 67.0 718 61.4 
서울 용산 2 3.9 1,413 1,740 2,433 1,020 72.2 693 39.8 
서울 종로 1 2.0 1,400 1,540 1,650 250 17.9 110 7.1 
서울 중구 1 2.0 1,240 1,230 1,600 360 29.0 370 30.1 
서울 중랑 1 1.96 585 560 745 160 27.4 185 33.0 
강남3구 외 

소계 
10 19.76 1,021 1,142 1,666 644 63.1 524 46.0

서울 이외 13 25.5 430 526 756 326 75.6 230 43.7 
평균 51 1,236 1,485 2,218 981 79.4 733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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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동산의 소재 등 상세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거짓 신고, 거짓 공개를 사전
예방하고,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세력의 국회 내 진입
을 방지해야 한다. 국회 내 입법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서울아파트 등 전국 아파트값과 주택가격 폭등의 책임은 대통령과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에도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24번 대책은 집값이 계속 상승하여 실패했다. 그런데도 제1야당도 
대통령, 정부와 여당의 땜질식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
고 있으며, 오히려 투기 조장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야당이 먼저 후
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그리고 반값 아파트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법안을 
제시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171명의 여당(현재 국민의 힘) 의원 당론 발의로 ‘토지임
대 건물분양 특별법’ ‘보금자리 특별법’ 등을 통해 강남 서초 평당 900만원 30평 3억에 분양
했고, 평당 500만원대 30평 2억 미만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등의 서민용 아파트를 지
속 공급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생긴 부동산 거품이 빠지며 집값이 안정됐었다. 하지만 2014년 
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당시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야합하여 무력화시
켰고, 이후 지금까지 집값은 크게 폭등했다. 

ㅇ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집값 안정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다. 제1야당과 국회 각 정당도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서민입법 경쟁에 나서야 한다. 후분양
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시행, 지난 10년 분양원가 상세내용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국
민 80% 이상이 지지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하라!
2. 국회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 제도 등을 입법화하라!
3. 아파트 분양 때 적용할 분양가 상한선을 법에 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입법,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4. 분양원가와 건축비를 부풀려온 행정부와 공기업 분양가 승인권자를 조사하라!
5.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고 분양원가 
상세내용을 공개하라! 
6. 행정부 일방으로 시행 중인 임대사업자(세재, 대출) 특혜를 박탈하는 입법을 즉시 추진하라!
7. 투기적 임대사업자와 법인의 보유주택 담보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
8. 공시가격 축소/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표준지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겨라!
9. 171명이 입법했던,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과 ‘보금자리 특별법’을 부활시켜라!
10. 지난 15년간 개인은 법인의 4배 종부세를 부담했다. 투기꾼은 안내는 종부세 구멍을 막아라!
11. 3대 특권 남용한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민간 참여 ‘벌떼 입찰’ 등 부패에 대해 국정 조사하라!
12.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 외 주택과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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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의원별 신고 아파트 현황2)

2) 신고 기준이며,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재산이 포함되었다. 

정당 상임위 신고
아파트

신고액
(‘20.)

시세
('20.11.)  차액 시세반영률

박덕흠 무소속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3 6,400 10,675 4,275 60.0

양정숙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신위원회 2 4,655 6,205 1,550 75.0

박병석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2 3,479 5,956 2,477 58.4

김홍걸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2 4,333 5,850 1,517 74.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2 3,496 5,295 1,799 66.0

주호영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2 3,156 5,180 2,024 60.9

정진석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1 2,536 4,500 1,964 56.4
송언석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2 2,220 4,335 2,115 51.2

이상직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998 4,200 1,202 71.4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2 2,392 4,075 1,683 58.7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회

1 2,184 3,950 1,766 55.3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 2,320 3,665 1,345 63.3

이달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2,563 3,500 937 73.2
성일종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2 2,717 3,159 442 86.0
홍준표 무소속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170 3,050 880 71.1

유상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1 1,893 2,975 1,082 63.6

윤영석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1 1,584 2,975 1,391 53.2

윤창현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2 1,913 2,970 1,057 64.4
윤상현 무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 1,682 2,903 1,221 58.0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1 2,208 2,900 692 76.1
이주환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2 1,964 2,900 936 67.7
서병수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2 1,720 2,820 1,100 61.0
유경준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2 1,637 2,650 1,013 61.8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1 1,875 2,560 685 73.2
정경희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3 1,649 2,530 881 65.2
서범수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2 1,808 2,505 697 72.2
김희국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1 1,687 2,475 788 68.2

이수진((
李秀眞)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1 2,320 2,320 0 100.0

한무경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1 1,725 2,275 550 75.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1 1,750 1,750 0 100.0
합계 51 75,034 113,102 38,068 66.3

1채당 평균 1,471 2,218 746 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