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Report (Real Estate)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매매가격 하락폭 확대, 전세가격 하락폭 확대

매매가격 -0.19% 하락, 전세가격 -0.19% 하락

한국부동산원 2022년 9월 3주(9.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 전국, 하락폭 확대 (-0.16%→ -0.19%)

▶ 수도권(-0.20%→-0.23%): 하락폭 확대

• 서울(-0.16%→-0.17%) 하락폭 확대

☞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짙어지며 매수문의 급감, 

주요단지 위주로 매물 가격 하향조정 지속되며 하락폭 확대

☞강북 14개구(-0.21%→-0.21%): 하락폭 유지 /도봉구(-0.31%, 방학·창동 위주), 노원구(-

0.28%,상계·중계·하계 위주), 서대문구(-0.25%, 북가좌·남가좌동 대단지 위주) 매물 가격

하향조정, 중구(-0.25%,신당동 대단지 위주) 하락세 지속

☞강남 11개구(-0.12%→-0.15%): 하락폭 확대 /송파(-0.22%,문정 구축, 잠실 대단지 위주),

금천(-0.20%, 독산·시흥 주요 단지 위주), 관악(-0.20%, 봉천 주요 단지 위주)하락폭 확대

• 인천(-0.29%→-0.29%) 하락폭 유지 /연수(-0.36%, 송도신도시 위주) 매물 적체 심화, 

서구(-0.31%, 당하·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 중구(-0.30%, 중산·운서 (준)신축 위주), 남동(-

0.21%) 논현‧서창‧구월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

• 경기(-0.21%→-0.25%) 하락폭 확대 /전반적인 매물 가격 하향 조정, 수원 영통(-

0.44%)·양주시(-0.39%)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 화성(-0.42%, 동탄신도시 위주),

광명(-0.41%, 소하·철산 주요 단지 위주), 의왕(-0.40%) 내손·청계 위주, 평택(-0.20%,

동삭‧세교‧비전동 대단지 위주)등 경기 하락폭 확대

▶ 지방(-0.13%→-0.15%): 하락폭 확대 / 5대 광역시(-0.18%→-0.22%), 광주(-0.13%→-

0.16%), 대전(-0.27%→-0.32%), 세종(-0.40%→-0.44%)

▶ 8개도(-0.07%→-0.08%): 하락폭 확대 /경남 (-0.10%→-0.12%)

[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 전국, 전주 대비 하락폭 확대 (-0.14%→ -0.19%)

▶ 수도권(-0.19%→-0.24%): 하락폭 확대

• 서울(-0.12%→-0.16%), 인천(-0.28%→-0.32%), 경기(-0.20%→-0.27%) 

▶ 지방(-0.10%→-0.14%): 하락폭 확대

• 5대광역시(-0.16%→-0.22%) /대구(-0.31%), 부산(-0.16%), 세종(-0.47%)

• 8개도(-0.03%→-0.06%) /충남 (-0.11%)



Weekly Report (Real Estate)

■ 여의도 시범 재건축 65층까지 올라간다 (9/20, 파이낸셜뉴스)

- 서울시 신통기획 수정안 공개, 용적률 399%로 상향, 순부담률 20%로 축소

- 전체 2472가구 중 전용 200㎡ 9가구, 135㎡ 385가구, 101㎡ 750가구, 84㎡ 988가구 등

중대형 가구가 위주 공급, 가장 작은 전용 59㎡는 340가구 공급

■ “금리 상승에 분양 미룬다”…9월 전국 분양시장 ‘꽁꽁’ (9/20, 머니투데이)

-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전월비 17.6포인트하락, 5월이후 꾸준한 하락세

- 분양가 상한제 개편예고와 대규모단지 위주로 공급일정 미뤄져… 분양경기 크게 악화

■ 서울 전세매물 3만8천건…3개월 새 40% 이상 늘어 (9/21, 매일경제)

-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3만8383건으로

3개월 전(2만7160건)에 비해 41.5% 증가

-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고 침체된 매매시장

에서 외면 받은 다주택자 매물들이 전세시장으로 유입

- 매물이 쌓이면서 서울 전세가격지수 역시 34주 연속 하락 중

- 단, 서울은 여전히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황으로, 전세값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하락세도 오래가지않을 것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올들어 ‘최저‘…경매건수는 ‘최다＇ (9/20, 뉴시스)

- 올들어 경매시장 찬바람,,,강남지역 아파트 경매도 유찰 사례 속출

- 매매시장 위축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탓, 낙찰가율 하락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일부터 입주신청 (9/21, 뉴시스)

■ OECD, 내년 韓성장률 2.5%→2.2% 낮춰…”집값 급락이 블랙스완“ (9/19, 서울경제)

■ 공사 중단 건축물 전국 322곳…10년 이상 방치된 곳 70% (9/18, 서울경제)

■ GTX-C, 은마아파트 우회?... 국토부 “신중 검토 중＂(9/18, 서울경제0 )

주간 주요 뉴스 위클리 이슈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10만 가구 추가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중 1기신도시 재정비가 포함되어 있지않다. 이에

실망한 1기신도시에서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조합설립 등을 속속 추진중 이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조건과 각 장단점은 무엇일까?

* 위클리 이슈는 작성자 개인의 사견이며, 회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에 요동치는 1기신도시… 리모델링 vs 재건축

구분 재건축 리모델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최소연한 준공 후 30년 이상 준공 후 15년 이상

안전진단 안전진단 D,E 판정 시 가능
수직 증축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

세대수증가 용적률 범위 내 기존세대 수 15% 이내

층수제한 법적 용적률 / 층수 범위 내 15층 이상 3개 층, 14층 이하 2개층

용적률
법적 상한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300% 이하)
법적상한초과 가능
(건축심의로 결정)

임대주택 초과 용적률의 50% -

기반시설 기부채납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 -

초과이익환수제
1인당 이익이 3,000만원 초과 시

10~50% 누진과세
-

조합원 지위규제
조합원 지위 제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없음

매도, 매수 가능

재건축의 경우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조건 (전체75%+동별 과반수 동의 )이

리모델링(전체66.7%+동별 과반수 동의)보다 까다롭고, 평균 사업기간이 10년이상으로 리모델링

평균 사업기간이 5~6년인데 반해 사업완료까지 비교적 오래걸린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추진속도는

빠르지만 기존 골조를 남기고 시공하므로,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주민분담금)이 재건축에 비해

높고, 평면이 판상형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00%이하로 개발을

통해 증가하는 세대수가 많을경우 재건축이 유리하고, 용적률이 200%이상인 경우 리모델링이

유리하다고 말하므로, 잘 비교 후 각 단지 별 적합한 사업추진을 통해, 다시 한번 자산가치 상승을

노려볼 만 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