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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남경필 경기도지사 부실시공 부영 행정제재 조치 관련 경실련 입장(총 1매)

남경필지사의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을 환영한다.
- 주택 부실시공은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이 근본원인
-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 뒤따르길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 등 4개 대책을 발표
했다. 이번 대책에는 화성동탄 내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주택에 대한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의
제재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선분양 아파트들이 수많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어 왔지만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소비자
피해를 키워왔다. 논란을 빚은 부영도 부실시공 이후 사후약방식 대책으로 진행되었고 그 조차도 부영의 불
성실한 태도로 입주민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이에 뒤늦게나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분양 제한 등의 대책
을 제시한 것은 바람지한 조치로 보이며, ‘후분양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지길 바
란다.
부실시공은 선분양제 특혜를 유지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건설사들은 짓지도 않은 주택을 소비자
와 분양계약한 순간부터 공사비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필사적일 수 밖에 없으며 부실시공, 자재 바
꿔치기, 불량자재사용,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을 일삼고 있다. 소비자를 대신해 부실시공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조차 시공사로부터 감리대가를 받기 때문에 시공사의 눈치를 보며 부실감리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모든 주택을 완공 후 판매하는 후분양
제 이행이며, 완공 후 분양은 분양가자율화 시스템에서 소비자 재산권 보호, 투기방지, 주택금융 선진화 등
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후분양제 도입에 부
정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후분양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토교통위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 모든 공공주
택을 완공 후 분양하며 중앙정부보다 앞선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도 이번 선언을 계기로 ‘경기도 내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경기도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후분양 의무화 등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 소비자보호와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시행에 적극 나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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