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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대통령은 집값 하락 안정? 2021년 1.8억 최고 상승

서울아파트값 6.7억(109%) 떨어져 반값돼야 원상회복

임기초 20년 걸리던 내 집 마련, 이제는 한 푼 안 써도 38년 걸려
홍남기 이후 4.5억(68%), 노형욱 이후 1억(15%) 상승, 규제완화 중단해야
대선후보는 신도시 땅장사 중단, 분양가상한제, 공시지가 인상 공약하라!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일시 : 2021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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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림 1> 서울 아파트 평당(3.3㎡)시세 변동
(단위 : 평당/만원)

※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시세 분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6.2억하던 30평형 아파트가 6.7억이 올
라 12.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과 관련하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
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전과 후 서울 아파트값 월평균 상승액을 비교했다. 정부 출
범 이후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 (2017.05~2020.01) 30평형 아파트값은 3.2억
(52%) 올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2020.01~21.11)에는 3.5억(37%)이 더 올랐다. 집값 원상 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그 이전보다 더 큰데, 2021년은 상승액만 1.8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고이다.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아파트
값은 3.2억(평당 1,075만원) 떨어져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아파트값은 3.5억(37%) 더 
뛰어 2021년 11월 12.9억(평당 4,309만원)까지 상승했다. 현 시점 기준 남은 집권기간 내에 집값이 원
상회복되려면 6.7억(평당 2,248만원)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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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홍남기 장관의 취임 전후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장관 임
기별 아파트값 변동을 비교했다. 30평형 아파트값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임기 18개월 동안 2.1억, 홍
남기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4.5억이다. 홍남기 장관 임기 동안 전임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올랐으
며, 전체 상승액의 68%가 홍남기 장관 때 올랐다. 월평균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1,201만원, 홍남기 장
관 1,284만원으로 홍남기 장관이 83만원 더 많다. 

국토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상승액을 비교했다.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은 김현미 장관 임기 42개월 
동안 4.6억, 변창흠 장관 임기 5개월 동안 1억, 노형욱 장관 6개월 동안 1억이 올랐다.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기록할 정도로 임기가 길었던 만큼 임기 내 상승액 4.6억으로 가장 많다. 
월간 상승액은 김현미 장관 1,102만원, 변창흠 장관 2,022만원, 노형욱 장관 1,693만원 등으로 나타나 
후임 장관들 또한 집값 상승의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2>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지수와 평균 매매가격 누적변동률 비교
(단위 : %)

정부통계에서도 집값은 2021년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핵심통계로 활용하는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
트 매매가격 지수는 국민은행 통계나 경실련 시세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거짓통계 논란으로 비판
받아 왔다.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누적증감률은 22.4%로 연평균 5.0% 상승에 그쳤다. 하지만 평균 매매가
격은 취임초 5.7억에서 2021년 10월 11.4억으로 상승했고, 누적증감률은 72.6%(연평균 16.2%)로 매매
가격 지수는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의 1/3도 못 미친다. 

부동산원은 올해 7월 바닥으로 떨어진 부동산 통계 신뢰도를 제고 한다며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2
만8,360가구에서 4만6,170가구로 확대했다. 표본확대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투여된 국토부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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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60억 늘어나 127억이 됐다. 정부는 부동산 통계 신뢰도를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없다. 

별첨 <그림 4>에서 보듯 지수와 매매가격의 월간 증감률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지수가 큰 변동 없
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7월 등 4
차례 크게 상승했다. 해당 시점에는 모두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표본 재설계 및 보정이 있었던 것으
로 확인된다. 표본조정 때마다 매매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은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통계수치로 볼 때 표본확대는 예산 낭
비에 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통계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할뿐더
러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취임초보다 2배로 
늘어났다.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취임 당시 3,096만원에서 2021년 3,444만원으로 348만원(11%) 늘
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값은 임금상승액의 192배인 6.7억(109%) 증가, 내 집 마련 기간도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30평형 아파트는 6.2억, 노동자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
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현재 아파트값은 
12.9억, 노동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을 마련할 수 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불로소득만 늘어 내집마련기간도 취임초 보다 18년, 2배로 늘
어났다. 

대장동 사태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이 취임초 수준으로 되돌아가
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집값이 주춤할 때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행될 경
우 집값거품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다음과 같
은 근본대책을 수용하여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첫째, 강제수용택지 땅장사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둘째,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하고,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하라
셋째, 투기조장 세제 완화 중단하고,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하라
넷째, 집값상승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를 즉시 경질하고, 부동산 통계 표본을 투명하게 공개검증하라!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반년 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정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대선후보 등 정치권이 노력하면 집값거품 제거에 영향을 주고, 다음 정권에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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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서울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1. 분석 배경

ㅇ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집값이 폭등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대통령은 “부
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하락할 정도 안정적이다.”라고 발언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대통령에게 집값 상승실태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2020년 5월까지 문재인 정
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현 한국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
률은 14%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국토부 통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ㅇ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만들어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 넘게 발표됐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경
실련은 정부 부동산 통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자 올해 1월경 서울아파트값 상승률(2017.05 ~ 
2020.12)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청와대로 보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직접 답변을 회피했고 국토부를 
통해 17%라는 답변을 했다. 국민적 의구심에도 정부통계만 맞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ㅇ 올해 들어서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 6월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은 93%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통계표본을 공개검증 하거나, 근본적 문제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
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통계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7월 8일 문재인 대
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ㅇ 2021년 11월 21일, 또다시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
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집값 안정세를 언급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겠지
만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폭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관련부처 장관의 안일하
고 무책임한 인식과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ㅇ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채당 평균 6억 이상 상승했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원상회복
이 되려면 그만큼 떨어져야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안정세 등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
고 또다시 거품부양책을 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 여야야합으로 8월 종부세 완화에 이어 12
월에는 양도세를 1주택자 12억 이하 비과세로 완화하였다. 여당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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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짒값 안정을 강조해온 거대 양당 후보들도 부동산 규제완화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제1
야당 후보의 종부세 전면개편, 집권여당 후보의 부동산 가격 하락 걱정 등을 보면 집값을 잡을 의
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2. 조사 목적

ㅇ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계속된 실패로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대통령은 김현미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교체했으나 변창흠 장관은 취임 직후 불거진 LH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몇 달 만에 사퇴했다. 노형욱 장관이 세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이후
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 더군다나 최근의 집값상승이 주춤한 틈을 타서 정부와 정치권이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바가지 사전청약, 양도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집값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ㅇ 부동산 실책의 원인인 엉터리 부동산통계에 대한 땜질식 개선도 문제이다.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
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담당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꾸
었다. 올해 7월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2만8,360가구에서 4만6,170가구로 
1.6배 확대했다. 표본수가 2배로 확대되었지만 최근 대통령과 관련부처 장관의 안정세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여전히 정부통계가 집값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ㅇ 이에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시세변동을 분석, 집값상승 실태를 면밀히 드러내고, 정부와 정치권
의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3. 조사방법

ㅇ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 5천 세대 아파트 시세 변동 현황 분석, KB 시세
정보 기준 

ㅇ 통계청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노동자 평균임금 비교
ㅇ 조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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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내용

1) 서울아파트 취임초 6.2억에서 현재 12.9억으로 6.7억(109%) 폭등, 반값으로 떨어져야 집값 안정

<그림 1> 서울 아파트 평당(3.3㎡)시세 변동
(단위 : 평당/만원)

<표 1> 서울 아파트 평당(3.3㎡)시세 변동
(단위 : 만원)

※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시세 분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올라 4,309만원이 됐다. 6.2억하던 30평형 아파트가 6.7억이 올
라 12.9억이 된 것이다. 

2017.05 2018.01 2019.01 2020.01 2021.01 2021.11

 평당가격 2,061 2,349 2,807 3,136 3,695 4,309

상승액 - 288 458 329 559 614

누적 상승액 - 288 746 1,075 1,634 2,248

상승률 - 14% 19% 12% 18% 17%
취임초 대비 

상승률
- 14% 36% 52% 79% 109%

30평형 가격 6.2억 7.1억 8.4억 9.4억 11.1억 12.9억

상승액 - 0.8억 1.4억 1억 1.7억 1.8억

누적 상승액 - 0.8억 2.2억 3.2억 4.9억 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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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과 관련하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
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다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값이 두 배가 넘게 올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금 “집값 하락 안정”의 의미
가 가격이 현재 수준 유지나 소폭 하락 정도일 수 없다. 현 정부 취임 당시 수준으로 떨어져야만 비로
소 집값이 하락 안정됐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집값 상승세는 떨어졌는지, 얼마나 가격이 
내려가야 취임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계산했다. 

2020년 1월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 전과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을 비교했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 (2017.05~2020.01) 30평형 아파트값은 3.2억(52%) 올
랐으며,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2020.01~21.11)에는 3.5억(37%)이 더 올랐다. 집값 원상 회복 발언 이
후 상승액이 그 이전보다 더 큰데, 2021년은 상승액만 1.8억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고이다.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아파트
값은 3.2억(평당 1,075만원) 떨어져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아파트값은 3.5억(37%) 더 
뛰어 2021년 11월 12.9억(평당 4,309만원)까지 상승했다. 현 시점 기준 남은 집권기간 내에 집값이 원
상회복되려면 6.7억(평당 2,248만원) 떨어져야 한다. 

2) 문정부 부동산정책 총괄해 온 홍남기 장관 이후 4.5억(68%), 노형욱 장관 이후 1억(16%) 상승

<표 2> 국토부ž기재부 장관 임기별 30평형 아파트 시세 변동
(단위 : 만원, 괄호는 평당가격)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장관임기는 2017년 6월부터 시작

부동산 가격상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행안부, 서울시, 금융감
독원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 대표자가 참석하며,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11월 17일까지 33차례 

임기초 임기말 임기내 
상승액 상승액 비중 월평균 

상승액

기재부

김동연 장관
(17.06~18.12) 6.3억 8.4억 2.1억 32% 1,201만원

홍남기 장관
(18.12~21.11) 8.4억 12.9억 4.5억 68% 1,284만원

계 - - 6.6억 100% -

국토부

김현미 장관
(17.06~20.12) 6.3억 10.9억 4.6억 70% 1,102만원

변창흠 장관
(20.12~21.05) 10.9억 11.9억 1억 15% 2,022만원

노형욱 장관
(21.05~21.11) 11.9억 12.9억 1억 15% 1,693만원

계 - - 6.6억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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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됐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홍남기 장관의 취임 전후로 아파트값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변동을 비교했다. 

30평형 아파트값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임기 18개월 동안 2.1억, 홍남기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4.5억
이다. 홍남기 장관 임기 동안 전임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올랐으며, 전체 상승액의 68%가 홍남기 장
관 때 올랐다. 월평균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1,201만원, 홍남기 장관 1,284만원으로 홍남기 장관이 83
만원 더 많다. 홍남기 장관 이후 33차례의 관계 장관 회의 개최, 15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을 주도
하며 집값 잡는 시늉을 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올랐다.

국토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상승액을 비교했다.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은 김현미 장관 임기 42개월 
동안 4.6억, 변창흠 장관 임기 5개월 동안 1억, 노형욱 장관 6개월 동안 1억이 올랐다.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기록할 정도로 임기가 길었던 만큼 임기 내 상승액 4.6억으로 가장 많다. 
월간 상승액은 김현미 장관 1,102만원, 변창흠 장관 2,022만원, 노형욱 장관 1,693만원 등으로 나타나 
후임 장관들 또한 집값 상승의 책임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큰 책임에도 홍남기, 노형욱 두 현직 장관은 "최근 가파른 부동산 오름세가 꺾였다",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며 국민을 속이려 했다. 게다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다며 안 그래도 부
실한 분양가상한제를 더욱 무력화시켰고,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사전청약 바가지 분양, 강제수용 택
지 민간매각 등 여전히 집값거품을 떠받치려고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대통령의 원상
회복 약속이행은커녕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진정 집값을 잡고 국민 90%의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3) 정부통계 부동산원 평균 매매가격, 매매가격지수 변화에서도 2021년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림 2>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지수와 평균 매매가격 누적변동률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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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동산원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 비교
(단위 : %)

정부통계에서도 집값은 2021년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핵심통계로 활용하는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
트 매매가격 지수는 국민은행 통계나 경실련 시세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거짓통계 논란으로 비판
받아 왔다.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누적증감률은 22.4%로 연평균 5.0% 상승에 그쳤다. 반면 평균 매매가격은 
취임초 5.7억에서 2021년 10월 11.4억으로 상승했고, 누적증감률은 72.8%(연평균 16.2%)로 매매가격 
지수는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의 1/3에도 못 미친다. 경실련과 국민은행 통계와도 크게 차이난다.(p17, 
별첨 표7 참조) 같은 기간 경실련이 조사한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73.5%(연평균 16.3%), 국민은행 
평균매매가격 상승률 70.2%(15.6%)로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변화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부동산원은 올해 7월 바닥으로 떨어진 부동산 통계 신뢰도를 제고 한다며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2
만8,360가구에서 4만6,170가구로 확대했다. 표본확대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투여된 국토부 예산은 
전년보다 60억 늘어나 127억이 됐다. 정부는 부동산 통계 신뢰도를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없다. 

별첨 <그림 4>에서 보듯 지수와 매매가격의 월간 증감률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지수가 큰 변동 없
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매매가격은 2017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7월 등 4
차례 크게 상승했다. 해당 시점에는 모두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표본 재설계 및 보정이 있었던 것으
로 확인된다. 표본조정 때마다 매매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은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통계수치로 볼 때 표본확대는 예산 낭
비에 그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통계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할뿐더
러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다만 상승추이를 보면 매매가격지수와 평균 매매가격 모두 2021년 가장 많이 올랐다. 주간아파트 동향
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2021년 9월 2주 0.21에서 11월 4주 0.11로 하락하긴 했지만 
2020년 3월에도 소폭 하락했다 5.6대책 발표 이후 다시 크게 상승하며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금
도 정부 대책에 따라 집값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집값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7.05
~ 2018.01 2019.01 2020.01 2021.01 2021.10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연간) 5.0 6.0 1.9 3.0 6.5 

누적 증감률 5.0 11.0 12.9 15.9 22.4

부동산원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연간)

17.4 19.3 8.1 2.3 25.7 

누적 증감률 17.4 36.7 44.8 47.1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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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자 임금 한푼도 안쓰고 모으면 내 집 마련 38년. 임기초 20년보다 18년 늘어나

<그림 3> 서울 30평형 아파트값 대비 노동자 연임금
(단위 : 만원)

※ 2021년 노동자 평균임금은 2020년값으로 대체함

<표 4> 서울 30평형 아파트값 대비 노동자 연임금

※ 2021년 노동자 평균임금은 2020년값으로 대체함

아파트값 상승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취임초보다 2배로 
늘어났다.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취임 당시 3,096만원에서 2021년 3,444만원으로 348만원(11%) 늘
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값은 임금상승액의 192배인 6.7억(109%) 증가, 내 집 마련 기간도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30평형 아파트는 6.2억, 노동자 연급여는 3,096만원으로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
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현재 아파트값은 
12.9억, 노동자 연간임금은 3,444만원으로 3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을 마련할 수 있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불로소득만 늘어 내집마련기간도 취임초보다 18년, 2배로 늘
어났다. 

2017.05 2018.01 2019.01 2020.01 2021.01 2021.11 총상승값
(상승률)

30평형 
아파트값

(단위:억원)
6.2억 7.1억 8.4억 9.4억 11.1억 12.9 6.7억

(109%)

노동자 
연급여

(단위:만원)
3,096 3,240 3,360 3,444 3,444 3,444 348

(11%)

아파트구입
소요기간 20년 22년 25년 27년 32년 38년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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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실련 주장

이번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109%가 올라 임기초 6.2억이던 30평형 아파
트가 12.9억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노동자 임금을 20년 모으면 서울 30평형 아
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4년 동안 임금은 3백만원 늘어난 반면 아파트값은 6.7억 폭등하는 
바람에 월급 한푼 안쓰고 모아도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38년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집값상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졌다.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교체했지만 후임 장관 취임 후 집값이 더 올랐다. 계속되는 
부동산 통계오류 지적에 세금 60억을 투여해 표본을 늘렸지만 여전히 정확도는 담보하지 못하여 결국 
세금 낭비에 그치고 말았다. 

거듭되는 정책 실패는 정부가 애초부터 집값 잡을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여기게 한다. 임기 내내 집값
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안정세로 포장하며 종부세 및 양도세 완
화,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집값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임기내내 집값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종부세 강화(9.13대책), 2019년 12월 초고가 대출규제, 2020년 상반기 코로
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소폭 하락한 적 있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할 때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2018년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2020년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투기조장 공급대책이었고 그 
결과 다시 집값은 상승, 취임초 보다 109%나 상승했다. 

대장동 사태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이 취임초 수준으로 되돌아가
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집값이 주춤할 때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행될 경
우 집값거품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다음과 같
은 근본대책을 수용하여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첫째, 강제수용택지 땅장사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현 정부는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3기 신도시,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 중 2.4대책이 일찍 시작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신규공급이 집값 하
락으로 이어지려면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주택공
급체계 그대로 3기 신도시나 2.4대책이 실현되면 집값을 잡기는커녕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일으킬 위험
이 크다. 

무엇보다 LH 등 공기업이 국민의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민간에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땅장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민간건설사는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건축비 부풀리기와 선분양제 악용을 통해 소비
자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한다. 대장동 사태처럼 민간이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건설사는 완성된 아파트를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한다. 새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거래
가 시작되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 새 아파트는 집값 하락 효과는 거의 내지 못하고 기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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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추월하여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위험이 크다. 

국민이 공기업에 부여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
만 지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건물만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토지는 절대 매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저렴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자산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분양거품을 없애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분양원가 공
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설계내역서, 도급계약 내역, 하도급 내역 등 세부공사 내역을 공개하기 바란다. 

최근 직원 땅투기 문제로 이슈가 된 LH는 국민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전면 개혁해야 한다. LH
의 핵심기능인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모두 지방정부 공기업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신 LH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00만 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둘째,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하고,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하라!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으로 도심 단독다가구 등 노후한 단독주택, 준공업지역 일대까지 가격이 
급상승했다. 용도상향,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대장동처럼 막대
한 불로소득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공공재개발사업에
서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도 예외로 하고 있어 바가지 분양으로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임대 공공주택 확보도 용적률 증가분의 50% 이상(개발이후 용적률-개발이전 용적률)이 아닌 인센
티브 용적률의 절반 수준이라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도록 허용해주고 정
작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하다면 결코 집값안정에 도움될 리 없다. 개발이익환수율 50%로 상항하고 현
물로 환수, 저렴한 공공주택·공공상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아파트는 모두 후분양하거나 선분양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바가지 분양과 
부실시공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가산비
를 명목으로 집값 부풀리기를 허용하고, 예외지역을 두는 등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전국에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에 동일한 상한액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진짜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처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1,468만원을 허용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
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 분양거품이 더 생길 것으로 우려된
다. 지금이라도 기본형건축비 산정근거 공개 및 가산비 상한액 제시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건축비 
거품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투기조장 세제 완화 중단하고,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하라!

문재인정부 집값폭등의 주범은 정부의 투기조장책이다. 그럼에도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며 개인에게만 국한된 종부세 인상을 2차례 추진했다. 하지만 정작 상업업무 빌딩 등 재벌법인·
부동산부자 등의 보유한 비주거용빌딩에 대한 종부세는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임
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며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막대한 세제특혜와 대출완화정책을 추진하는 
엇박자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한 국민반발만 키우고 집값도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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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8월 종부세 기준 11억 초과로 상향, 12월 양도세 12억 이하 비과세 등 관련법을 여야가 통
과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집값상승세 주춤
에 놀라 집권여당과 야당이 야합하여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다 잠시 주춤한 상황에서 세제 완화는 투기세력 내성만 키우고 집값상승의 불씨
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주춤세가 하락세로 이어지도록 구멍 뚫린 불공정 보유세 정책을 강
화해야 한다. 우선 시세를 40% 수준밖에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를 최소 80% 이상 반영하도록 즉각 인
상하고, 종부세 최고세율도 0.7%에서 주택 수준인 최고 6%까지 올려야 한다. 주택 뿐 아니라 상업업
무 빌딩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예외 없는 공정한 보유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집값상승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를 즉시 경질하고, 부동산 통계 표본을 투명하게 공개검증하라!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 가격변동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땅값, 
집값, 아파트값 등 부동산 통계 전 분야에 걸쳐 조작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현실과 동떨어
진 부동산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공시가를 조작하여 재벌에게만 세금혜택을 잔뜩 퍼주고 있다. 

정부가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동향 또한 문제다. 아파트 가격은 주간 단위의 통계가 필요할 만큼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런데도 주간동향은 월간 동향보
다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하여 시장의 혼란을 가
중시키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동산시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통계를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현 상
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강력하게 문책하고, 집값상승 정책을 주도하고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선 
홍남기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이 없다면 혈
세만 낭비될 뿐 관료들은 계속해서 밀실에서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다. 투기만 부추기
고 세금만 낭비하는 주간통계 발표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와 현 정부가 끝내 통계조작을 바로
잡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통계 개혁을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반년 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정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대선후보 등 정치권이 노력하면 집값거품을 줄이고, 다음 정권에서라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집값 잡
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
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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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표 5>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별 평당(3.3㎡) 시세 변동
(단위 : 만원)

지역구 아파트명 2017.05 2021.11 상승액 상승률(%)

강남구
 도곡렉슬 4,011 8,987 4,976 124 

 압구정신현대 5,309 9,628 4,319 81 
 은마 3,828 7,590 3,762 98 

강동구
 성내 동아1차 1,401 2,301 900 64 

 고덕리엔파크2단지 1,604 3,491 1,887 118 
 고덕아이파크 2,246 4,462 2,216 99 

강북구
 번동솔그린 1,080 1,882 802 74 
 우이대우 1,237 2,154 917 74 
 미아벽산 1,224 2,584 1,360 111 

강서구
 마곡수명산파크 1,792 3,633 1,841 103 

 우장산힐스테이트 2,095 4,145 2,050 98 
 강서힐스테이트 2,130 4,083 1,953 92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1,390 3,536 2,146 154 

 봉천우성 1,431 3,189 1,758 123 
 우림루미 1,805 3,324 1,519 84 

광진구
 광장동워커힐 2,272 3,613 1,341 59 

 강변우성 1,893 4,272 2,379 126 
광장신동아 2,066 4,656 2,590 125 

구로구
신도림이편한세상5차 1,824 4,030 2,206 121 

벽산블루밍 1,400 3,143 1,743 125 
개봉현대 1,405 2,818 1,413 101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1차 1,688 3,718 2,030 120 

남서울힐스테이트 1,502 3,119 1,617 108 
금천럭키 1,251 3,034 1,783 143 

노원구
상계주공7 1,548 3,471 1,923 124 

하계동 극동건영벽산 1,431 3,075 1,644 115 
상계주공3 1,345 3,223 1,878 140 

도봉구
방학삼성래미안 1,227 2,392 1,165 95 

쌍문한양2차 954 2,135 1,181 124 
창동동아 1,298 3,262 1,964 151 

동대문구
답십리래미안위브 1,949 4,465 2,516 129 

전농삼성 1,275 3,064 1,789 140 
장안래미안 1,467 3,233 1,766 120 

동작구
대방 대림 1,951 4,352 2,401 123 

상도 래미안3차 2,046 4,340 2,294 112 
흑석한강 현대 2,309 5,063 2,754 119 

마포구
공덕래미안2단지 1,944 4,560 2,616 135 
상암월드컵7단지 2,037 3,848 1,811 89 

성산시영 2,180 5,430 3,250 149 

서대문구
남가좌동현대 1,452 3,131 1,679 116 

홍제인왕산힐스테이트 1,565 3,084 1,51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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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두산 1,590 3,604 2,014 127 

서초구
레미안 퍼스티지 4,921 10,637 5,716 116 

삼풍 3,746 7,676 3,930 105 
반포주공1단지 7,237 14,023 6,786 94 

성동구
성동 롯데캐슬파크 2,096 4,795 2,699 129 

성수 쌍용 1,910 4,597 2,687 141 
왕십리 텐즈힐1 2,313 5,159 2,846 123 

성북구
길음래미안1단지 1,628 3,303 1,675 103 

돈암한신한진 1,264 2,784 1,520 120 
삼선힐스테이트 1,506 2,934 1,428 95 

송파구
잠실엘스 3,625 7,546 3,921 108 

레이크팰리스 3,248 6,611 3,363 104 
올림픽선수촌 3,083 6,532 3,449 112 

양천구
목동7 3,233 5,878 2,645 82 

신도신월1차 1,090 2,383 1,293 119 
신정현대6차 1,334 2,881 1,547 116 

영등포구
여의도시범 3,241 7,068 3,827 118 
문래자이 2,020 4,438 2,418 120 

대림현대1차 1,327 2,574 1,247 94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3,716 7,464 3,748 101 
건영한가람 2,726 6,370 3,644 134 
한강대우 2,824 5,965 3,141 111 

은평구
은평뉴타운우물골8 1,765 3,138 1,373 78 

수색대림한숲 1,344 2,813 1,469 109 
은평롯데 1,483 2,689 1,206 81 

종로구
창신쌍용2단지 1,130 2,505 1,375 122 

무악현대 1,727 3,829 2,102 122 
광화문스페이스본 2,535 3,934 1,399 55 

중구
황학롯데캐슬베네치아 1,648 3,531 1,883 114 

서울역리가 2,040 4,549 2,509 123 
래미안신당하이베르 1,855 3,916 2,061 111 

중랑구
신내8 두산화성 1,295 2,714 1,419 110 

묵동 한국 1,006 2,282 1,276 127 
신내 두산 1,207 2,545 1,33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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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실련 시세 부동산원 지수 매매가격 월별 증감률 비교
(단위 : %)

<표 6>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연도별 국토부 예산현황
(단위 : 억원)

<표 7> 경실련 시세 부동산원 지수 매매가격 월별 증감률 비교
(단위 : %)

경실련 시세 KB 매매가격 부동산원 지수 부동산원 매매가격 
2017.05 - - - -

06 1.5 1.7 1.0 1.1 
07 3.2 1.1 0.5 0.4 
08 0.5 1.9 0.6 0.6 
09 0.6 0.5 0.0 0.0 
10 1.4 0.9 0.3 0.3 
11 1.6 1.1 0.4 0.5 
12 1.3 1.5 0.8 12.3 

2018.01 3.1 2.2 1.3 2.1 
02 2.4 2.0 1.4 1.9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예산 55 58 61 67 127 368

상승액 - 3 3 6 6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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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표본재설계 및 보정(2017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7월) 

03 1.8 2.9 0.8 0.8 
04 1.3 1.7 0.4 0.3 
05 0.5 0.8 0.2 0.1 
06 0.6 0.6 0.2 0.0 
07 1.1 0.9 0.3 0.2 
08 3.8 1.6 0.8 0.9 
09 3.3 4.8 1.8 2.0 
10 3.0 2.4 0.6 0.5 
11 0.2 1.1 0.1 -0.1 
12 0.2 0.3 -0.2 -0.3 

2019.01 -0.1 -0.2 -0.4 12.9 
02 -0.2 -0.1 -0.4 -0.5 
03 -0.2 -0.2 -0.4 -0.5 
04 0.0 -0.1 -0.3 -0.4 
05 0.1 0.0 -0.2 -0.2 
06 1.0 0.2 -0.1 -0.1 
07 1.6 1.2 0.1 0.1 
08 0.8 1.1 0.1 0.2 
09 1.1 1.1 0.2 0.2 
10 1.8 0.3 0.6 0.7 
11 1.7 0.6 0.7 0.8 
12 2.5 1.4 1.2 1.7 

2020.01 1.1 1.2 0.5 6.0 
2 1.3 3.3 0.1 0.0 
3 0.7 1.5 0.1 0.0 
4 0.1 0.3 -0.1 -0.3 
5 -0.2 0.1 -0.2 -0.3 
6 2.4 1.1 0.1 0.1 
7 2.7 2.7 1.1 1.1 
8 2.8 3.7 0.6 0.5 
9 1.1 1.8 0.3 0.3 
10 1.4 0.7 0.1 0.1 
11 1.2 1.8 0.1 0.1 
12 1.4 1.5 0.3 0.3 

2021.01 1.7 1.7 0.4 0.5 
02 2.3 2.0 0.7 0.7 
03 2.3 1.7 0.5 0.4 
04 1.4 1.0 0.4 0.5 
05 1.3 1.1 0.5 0.6 
06 1.4 1.7 1.0 1.2 
07 0.2 1.3 0.8 19.5 
08 2.8 1.7 0.9 0.9 
09 1.4 1.9 0.9 1.0 
10 1.3 1.4 0.8 0.9 
계 73.5 70.2 22.4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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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및 주요 내용
주요내용

2017
(6회)

6.19 [금융규제] LTV․DTI 규제비율 강화(LTV: 70→60%, DTI: 60→50%)
[분양규제] 조정대상지역 선정 :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8.2
[세제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양도소득세 강화 등
[임대확대]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주택청약제도 개편 등
[분양규제] 투기과열지역 지정(서울 전 지역, 과천시, 세종시)
[금융규제] 다주택자 등 금융규제 강화(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9.5 [분양규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분당구, 수성구) 등
10.24 [금융규제] 가계부채종합대책 : DTI 산정방식 개선 등
11.29 [임대확대]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공공임대 65만호,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12.13 [임대특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임대주택 등록 세제 특혜 제공 

2018
(5회)

7.5 [임대확대]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 : 공적임대주택 25만호 등
8.27 [분양규제] 투기지역 추가지정(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9.13 [세제규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 등
[금융규제] 2주택 이상 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9.21 [공급확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도심 주택공급 용적률 완화
12.19 [공급확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2019
(7회)

1.9 [임대특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 등
4.23 [임대확대] 2019년 공적 임대주택 17.6만호 공급
5.7 [공급확대]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8.12 [분양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요건 완화 

10.1 [분양규제]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조건부 6개월 유예
[금융규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확대

11.6 [분양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핀셋지정 : 강남4구 22개동, 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12.16
[금융규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등
[분양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서울, 과천, 하남, 광명 등)
[세제규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등

2020
(6회)

2.20 [금융규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분양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6 [공급확대]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 : 서울 7만호 부지 추가확보, 수도권 연25만호 공급

6.17
[금융규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세제규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 공제폐지
[분양규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7.10 [세제규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종부세‧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강화
8.4 [공급확대] 수도권 지역 총 127만호 공급,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5년간 5만호+α)

11.19 [임대확대] 전국 11.4만호(수도권 7.0, 서울 3.5) 전세형으로 추가공급
2021
(1회) 2.4 [공급확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60만호 전국 82호 공공주택 19.6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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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부 발표대책과 강남 아파트 평당시세 월별 변동
(단위 : 만원/평당)

<그림 6> 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변동률
(단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