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토김치익부동산
(416) 543-7772

1. 주택 전체 (단독주택+반단독+타운하우스+콘도아파트)

토론토시 (416 지역) 토론토시 외곽 (905 지역) 전체 GTA (416+905 지역)

평균가격 전월대비 2월대비 평균가격 전월대비 2월대비 평균가격 전월대비 2월대비
2월 $1,210,492 18.5% 2월 $1,402,948 12.5% 2월 $1,334,088 7.4%
3월 $1,217,611 0.6% 0.6% 3월 $1,346,331 -4.0% -4.0% 3월 $1,299,453 -2.6% -2.6%
4월 $1,243,065 2.1% 2.7% 4월 $1,261,332 -6.3% -10.1% 4월 $1,254,115 -3.5% -6.0%
5월 $1,234,124 -0.7% 2.0% 5월 $1,200,621 -4.8% -14.4% 5월 $1,212,062 -3.4% -9.1%
6월 $1,152,709 -6.6% -4.8% 6월 $1,142,715 -4.8% -18.5% 6월 $1,145,994 -5.5% -14.1%
7월 $1,019,100 -11.6% -15.8% 7월 $1,107,887 -3.0% -21.0% 7월 $1,074,754 -6.2% -19.4%
8월 $1,031,979 1.3% -14.7% 8월 $1,103,573 -0.4% -21.3% 8월 $1,079,500 0.4% -19.1%
9월 $1,061,876 4.2% -12.3% 9월 $1,099,938 -0.7% -21.6% 9월 $1,086,762 1.1% -18.5%

10월 $1,093,097 5.9% -9.7% 10월 $1,087,162 -1.5% -22.5% 10월 $1,089,428 0.9% -18.3%

11월 $1,050,788 -1.0% -13.2% 11월 $1,098,127 -0.2% -21.7% 11월 $1,079,395 -0.7% -19.1%

12월 $1,017,989 -6.9% -15.9% 2.9% 12월 $1,070,966 -1.5% -23.7% 23.2% 12월 $1,051,216 -3.5% -21.2% 15.5%

2. 단독주택

토론토시 토론토시 외곽 전체 GTA 

평균가격 전월대비 2월대비 평균가격 전월대비 2월대비 평균가격 전월대비 2월대비
2월 $2,075,785 10.0% 2월 $1,727,963 1.5% 2월 $1,795,390 3.0%
3월 $1,919,952 -7.5% -7.5% 3월 $1,632,832 -5.5% -5.5% 3월 $1,697,831 -5.4% -5.4%
4월 $1,949,068 1.5% -6.1% 4월 $1,526,791 -6.5% -11.6% 4월 $1,628,209 -4.1% -9.3%
5월 $1,914,890 -1.8% -7.8% 5월 $1,432,951 -6.1% -17.1% 5월 $1,549,498 -4.8% -13.7%
6월 $1,737,012 -9.3% -16.3% 6월 $1,361,862 -5.0% -21.2% 6월 $1,454,902 -6.1% -19.0%
7월 $1,515,763 -12.7% -27.0% 7월 $1,320,269 -3.1% -23.6% 7월 $1,362,598 -6.3% -24.1%
8월 $1,648,298 8.7% -20.6% 8월 $1,313,839 -0.5% -24.0% 8월 $1,379,700 1.3% -23.2%
9월 $1,585,589 4.6% -23.6% 9월 $1,310,639 -0.7% -24.2% 9월 $1,369,186 0.5% -23.7%

10월 $1,609,077 -2.4% -22.5% 10월 $1,289,107 -1.9% -25.4% 10월 $1,372,438 -0.5% -23.6%
11월 $1,560,548 -1.6% -24.8% 11월 $1,329,165 1.4% -23.1% 11월 $1,390,162 1.5% -22.6%
12월 $1,627,635 1.2% -21.6% 9.4% 12월 $1,312,278 1.8% -24.1% 29.0% 12월 $1,384,586 0.9% -22.9% 24.3%

3. 콘도아파트

토론토시 토론토시 외곽 전체 GTA 
평균가격 전월대비 2월대비 평균가격 전월대비 2월대비 평균가격 전월대비 2월대비

2월 $822,175 8.2% 2월 $756,146 4.9% 2월 $799,952 6.9%
3월 $831,935 1.2% 1.2% 3월 $760,410 0.6% 0.6% 3월 $808,863 1.1% 1.1%
4월 $820,835 -1.3% -0.2% 4월 $722,601 -5.0% -4.4% 4월 $787,220 -2.7% -1.6%
5월 $793,124 -3.4% -3.5% 5월 $722,778 0.0% -4.4% 5월 $770,607 -2.1% -3.7%
6월 $771,267 -2.8% -6.2% 6월 $692,598 -4.2% -8.4% 6월 $747,216 -3.0% -6.6%
7월 $744,092 -3.5% -9.5% 7월 $659,820 -4.7% -12.7% 7월 $719,273 -3.7% -10.1%
8월 $736,930 -1.0% -10.4% 8월 $656,339 -0.5% -13.2% 8월 $711,321 -1.1% -11.1%
9월 $769,058 3.4% -6.5% 9월 $655,117 -0.7% -13.4% 9월 $730,818 1.6% -8.6%

10월 $740,374 0.5% -9.9% 10월 $669,434 2.0% -11.5% 10월 $716,515 0.7% -10.4%
11월 $734,797 -4.5% -10.6% 11월 $648,332 -1.0% -14.3% 11월 $708,636 -3.0% -11.4%
12월 $741,584 0.2% -9.8% 2.5% 12월 $633,135 -5.4% -16.3% 18.4% 12월 $705,659 -1.5% -11.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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