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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양원가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주거 안정은 뒷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 주택업자 ‘로또’ 변질

- 주택업자수익 2,320억(호당 2.1억), 신고 이윤의 17배, 적정이윤의 20배
- 하남시 엉터리승인, 심사위 허술 심사,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가 원인 

일시 : 2019년 4월 15일(월)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62개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분양원가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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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양원가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주거 안정은 뒷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 주택업자 ‘로또’ 변질

- 주택업자수익 2,320억(호당 2.1억), 신고 이윤의 17배, 적정이윤의 20배
- 하남시 엉터리승인, 심사위 허술 심사,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가 원인 

‘로또’ 분양으로 불린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정해진 가격에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 총 2,300억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 규모이다.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
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하고 기본형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소비
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잔뜩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
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소유 토지를 강제수용
해 조성한 곳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자인 공공과 공기업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성원
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한다. 그리고 주택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
유화하지 못하도록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 최근 공급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그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공개되던 분양원가가 62개 항목 늘어난 이후 공개된 첫 아파
트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공개된 분양원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이
윤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 건축비용 분석 : 9년 전과 공사비는 비슷한데 간접비용은 6배로 상승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830만원으로, 토지비 918만원, 건축비 912만원이다. 올
해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44만원임에도 비싼 간접비와 가산비를 책정해 평당 267만원을 
부풀렸다. 35평(전용92㎡) 기준 9,400만원이다. 실제 건축비와 비교하면 수익은 더욱 커진다. 

경실련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공사비
는 511만원, 간접비와 가산비가 223만원, 177만원으로 건축비만 912만원에 달한다. 적정건축비 
대비 평당 456만원, 총 1,900억원이 부풀려졌다. 2011년 위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는 486만원으로 비슷하지만 간접비는 70만원에 불과했다. 공사비는 1.2배 상승했는데, 간접
비는 5.9배 상승한 것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간접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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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적정가 평당 차액 분양수익 산출근거
건축비용 912 450 462 1,908억 분양가 - 적정가

토지비용 918 814 92 413억  과다 기간이자 등 제외

계 1,830 1,264 554 2,321억

<그림>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강남 보금자리, 장지지구 분양가 구성 변화 비교
(단위 : 만원)

간접비 1,084억원(평당 223만원) 중 분양시설경비가 599억원(평당 14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양시설경비란 분양사무실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인데, 해당 항목에 600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지난 1월 GS건설이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해당 항목은 
평당 18만원이었다. 2013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분양한 위례힐스테이트 송파의 경우 
간접비가 총 63만원, 그중 부대비가 39만원에 불과했다. 

2. 토지비용 분석 : 기간이자 과다 계상, 분양원가 분석결과 추정수익 2,320억 
 
토지비용 역시 기간 이자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는 북위례 힐
스테이트와 2015년 10월 추첨방식으로 함께 매각된 토지로 비용이 차이 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위례 포레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기간이자, 필요경비 등)이 5%이지만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17%로 3배가 넘는다. 동일하게 5% 적용할 경우 413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주택업자 분양 수익 추정
                                                                               (단위 : 만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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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축비용 1,908억원, 토지비용 413억원 등 총 2,321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승인된 이윤 136억원 대비 17배로, 가구당 2억 1,500만원이
다. 일반적인 건축공사 적정이윤을 건축비의 5%로 감안할 경우 이득 규모는 20배로 더욱 커진다. 
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챙긴 주택업자는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자신이 시공조차 하지 않고 공사
를 몽땅 하청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부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엉터리 분양가 공개부터 정비해라.

위례신도시는 2005년 급등하던 강남아파트값을 잡겠다던 831대책의 핵심정책이었다. 현재 여당이 
집권하던 시기의 정책사업이다. 그런데 공급확대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겠다던 신도시가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원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공기업과 주택업자가 인허
가 기관과 국민을 속여 폭리를 취하고, 인허가 기관인 하남시, 성남시, 서울시 등이 개발사업자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부풀리고 가산비용을 허용해 건축비를 높일 수 있도
록 하고, 인허가 자치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눈을 감고 있다. 청와대
부터 집권 여당, 해당 부처 장관과 관료들 모두 거품을 키워 주택업자 배만 불리려 한다. 

미리 가격을 정한 후에 복권추첨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해온 이유는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과 주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은 공기업에 독점개발 
권한, 강제수용 권한, 토지 용도변경 권한 등의 3대 특권을 위임했다. 공공이 특권을 활용해 값이 
저렴한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서민에게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2004년 6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던 국토부와 
공기업은 땅장사에 집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고분양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는커녕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사유화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역시 이런 방식으로 추진 될 것이다. 분양원
가를 검증하고 제어했어야 할 공공은 엉터리 분양가심사로 고분양을 방조하고 국토부 등은 이를 
조장해왔다. 하남시는 위례 포레자이의 경우 12개 항목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북위례 힐
스테이트는 공고문 내에서도 금액이 서로 다른 엉터리 분양원가자료를 그대로 승인했다. 

정부와 국회는 신도시개발과 택지공급 등 개발과 분양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즉시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건축비 상한
선을 정해 무분별한 가산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 또 승인기관은 상세 공사비 내역과 자료 등을 공
개해 누구나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저렴한 주택 공급과 시세차익 
최소화를 위해 민간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택정
책을 전환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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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한 가격 분양원가 공개 차이

(②-①)금액① 비율 금액② 비율

평당

(전용92㎡)

대지비 1,099 60% 918 50% +181

건축비 744 40% 912 50% -168

계 1,843 100% 1,830 100%

호당

(전용 92㎡)

대지비 3억 8,700 60% 3억 1,900 50% +6,800

건축비 2억 6,200 40% 3억 2,128 50% -5,928

계 6억 4,900 100% 6억 4,028 100% +872

총액

대지비 4,538억원 60% 3,819억원 50% +720억

건축비 3,072억원 40% 3,792억원 50% -720억

계 7,610억원 100% 7,610억원 100%

※ 별첨

위례신도시 A3-4a 블록 분양가 분석 및 이윤 추정

1.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승인기관, 이익을 의도적 축소 의심 

<표1> 하남시가 승인한 분양원가 내역 비교(전용 92㎡기준)
(단위 : 만원)

〇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분양가격은 대지비와 건축비의 비율이 모든 평형이 모두 6:4의 비
율을 보이고 있음. 전용 92㎡의 경우 대지비는 3억 8,700만원, 건축비는 2억 6,200만원. 

<그림1> 분양가격 공개

〇 분양원가 공개금액은 대지비 50.2%, 건축비 49.8%로 구성비가 다름. 전용 92㎡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대지비 3억 1,900만원, 건축비 3억 2,100만원으로 동일한 비율임. 총사업비 7,610억
원 중 대비지는 3,819억, 건축비는 3,7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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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한 건축비① 기본형 건축비② 차이(①-②)

금액 911.8 644.5 267.3

35평 기준(전용92㎡) 3억 1,913 2억 2,558 9,356

<그림2> 분양원가 공개

〇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로 예상됨. 복잡한 계산이 필요
한 부분이 아님에도 엉터리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승인하는 하남시청은 제
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함. 분양원가 심사와 승인 등의 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음. 

〇 하남시청은 지난 1월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의 경우 당시 1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했음
에도 누락 된 것을 경실련이 유선으로 확인을 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음. 

2. 기본형 건축비(법정건축비)보다 267만원(1.4배), 공사비는 2011년 수준, 간접비는 3.6배 부풀려

〇 평균 분양가는 평당 1,830만원으로, 대지비 983만원, 건축비 912만원임. 위례힐스테이트는 공
공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며, 2019년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644만 
5,000원임. 

〇 평당 267만원이 높은 것으로, 가장 작은 평수 35평형 기준(전용 92㎡) 9,200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남. 

<표2> 공개한 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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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북위례 힐스테이트

(민간분양)

위례 A1-8

(공공분양)
평당가 A1-8 대비 평당가

건축비

공사비 511 1.1배 483
간접비 223 3.2배 70

건축비가산비 177 4.3배 41
계 912 1.5배 594

대지비 918 1.6배 562
분양가 1,830 1.6배 1,156

분양시기 2019.03 2011.11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한라건설
시행사 보성산업 LH

북위례 힐스 위례 포레자이 A1-8 위례힐스송파
설 계 비 4 8 11 10
감 리 비 11 11 12 14

부
대
비

일반분양시설경비 144 18 9

39
분담금 및 부담금 27 21 4

보 상 비 0 0 0
기타 사업비성 

경비 37 426 34

간접비 계 223 483 70 63
분양시기 2019.03 2019.01 2011.11 2013.11
분양 종류 민간분양 민간분양 공공분양 민간분양

〇 이처럼 분양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쌀 수 있는 이유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때문임. 북위례 힐스테이트 가산비는 평당 177만원인데, 가산비 제외 경우도 평당 
735만원으로 645만원인 기본형 건축비보다 90만원이나 높음. 

〇 분양한 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보다 41%나 높은 이유는 간접비용을 부풀렸기 때문임.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건축비는 공사비 511만원, 간접비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1년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와 공사비는 1.1배 높고, 간접비는 3.2배, 건축비 가산비는 4.3배나 높음. 결국 
건축비가 1.5배가 높게 됨. 

<표3> 위례 아파트 건축비 비교
(단위 : 만원)

〇 그간 위례에서 공급됐던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아파트의 간접비를 비교하면, 북위례 힐스테이트
는 일반분양시설경비 등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남. 

〇 북위례힐스테이트 간접비는 1,084억원, 평당 223만원. 이중 599억원(평당 144만원)을 일반분양
시설경비에 책정, 지난 1월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 18만원, 2011년 분양한 A1-8은 9만원임.

<표4> 간접비 항목별 비교
(단위 : 만원/평)

주)위례포레자이는 감리자모집시 공개한 금액임.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원가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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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일반분양시설경비란, 분양사무실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인데, 이 항목에 600억원을 사용했
다는 것은 부풀린 것임. 2013년 민간분양한 위례힐스테이트 송파 부대비 총액이 평당 39만원
으로 2011년 분양한 A1-8 공공분양과 비슷한 수준임을 보았을 때, 일반 분양시설경비와 기타
사업비성 경비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위례포레자이는 기타사업비성 경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됨. 기타사업비성 경비는 제세
공과금, 측량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등기비 및 입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북위례 힐
스테이트는 37만원, A1-8(공공분양)은 34만원과 비교 위례포레자이는 426만원으로 10배 차이 

<표5>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강남보금자리, 장지지구 비교
(단위 : 만원)

북위례 

힐스테이트①

(2019.03)

강남 보금자리

(2010.12)

장지 12,13단지

(2010.07)
분양가② 차이(①/②) 분양가③ 차이(①/③)

직
접
공
사
비

토목 40 33 1.2배 47 0.9배
건축 313 285 1.1배 266 1.2배

기계설비 45 62 0.7배 41 1.1배
기타 111 74 1.5배 75 1.5배
계 511 454 1.1배 430 1.2배

간접공사비 223 52 4.3배 38 5.8배
가산비 177 45 3.9배 30 5.9배
건축비 912 551 1.6배 498 1.8배
토지비 918 433 2.1배 808 1.1배
분양가 1,830 984 1.8배 1,307 1.4배

〇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서 평당 1,000만원 이하에 공급한 강남 보금자리, 서울시가 위례
지구 인근의 송파 장지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와 비교해도 같은 결과가 나타남. 

〇 2010년 평당 990만원에 분양된 강남 보금자리주택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직접공사비는 454만
원, 508만원 차이지만, 간접공사비 4.3배, 가산비 3.9배 등 공사비 이외에서 큰 차이를 보임.

〇 2010년 7월 송파구 장지지구에서 분양된 12, 13단지의 경우 건축비는 498만원, 토지비는 808
만원, 총 1,307만원에 공급됨.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비교할 경우 토지비는 평당 100만원 차이
인데, 건축비는 408만원, 1.8배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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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평)①
건축비(평당) 건축비 분양수익

(① x ②)분양건축비 적정건축비 차이②

41,583 912 450 462 1,921억원

위례 포레자이(A3-1) 북위례 힐스테이트(A3-4a)
토지매각 공고일 2015.10 2015.10

분양일 2019.01 2019.03
사업주체 올뉴하우스개발(남전디앤씨) 보성산업
시공사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토지매입가
총액 1,635억 3,253억
평당 1,508만원 1,787만원

기타비용
금액 77억 566억

매입가 대비비율 5% 17%
토지분양금액 1,712억 3,819억

3. 적정건축비 대비 462만원(2배) 높은 건축비로, 건축비용만 1,921억원 부풀려

〇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법정)건축비도 실제 건축비용보다 높게 부풀려졌음. 경실련이 LH공사 입
찰가, 준공원가, SH공사 원하도급 내역 등 그간 확보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건축비를 산출해 판단한 결과임. 

〇 경실련이 지난해 동탄2신도시 민간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내역’을 통해 확인한 적정건축
비는 평당 450만원임. 당시 공사비 383만원, 간접비 22만원, 가산비 37만원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해 경기도시공사 민간참여형 분양 아파트들의 공사비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소 평
당 505만원, 평균 543만원이었음. 민간참여형 사업이 건설사가 시행사 자격을 득한 뒤, 경쟁없
이 지분에 따라 시공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건축비보다는 상당 부분 부풀려졌을 것으로 
의심됨. 이마저도 도급기준으로 하도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더욱 낮아짐. 

<표6> 북위례 힐스테이트 건축비 수익
(단위 : 만원)

〇  건축비 수익은 1,908억원임. 평당 건축비 차이 462만원을 전체 분양면적에 적용해 산출함. 

4. 과도한 기간 이자로 토지비에서 413억원 수익 추정

〇 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한 택지 기간이자 산정방법에 따르면, 
분양가 중 택지비 비중이 40%가 넘는 공동주택의 택지비 이자는 택지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4개월까지 기간의 이자를 인정함. 

<표7> 위례 A3-1과 A3-4a 토지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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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적정가격 차이

총액(억원) 3,819 3,406 413

평당(만원) 913 814 98

분양원가 분석 추정이익 신고(승인)한 

이윤
배수

토지비 건축비 계

413 1,921 2,334 136 17.2배

〇  기간이자를 산정하기 위한 해당 계산식은 복잡하기에 같이 매각 공고된 위례 포레자이와 토지 
추첨가격과 추가비용을 비교한 결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토지 추가비용은 566억원, 토지가격 
대비 17%에 달함. 위례 포레자이는 총액 77억원으로 매입가의 5%에 불과함. 건설사가 택지 
추첨가격에 추가되는 비용은 기간 이자와 필요적 경비(택지의 공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
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택지의 명의변경(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추가비용), 그 밖의 비용 등임. 

〇 A3-1. A3-4a는 인접한 토지로 2015년 10월, 3년 무이자 6회 분할 납부로 함께 공급됨. 때문
에 두 토지 간의 기간 이자와 필요경비가 크게 차이 날 이유가 전혀 없음. (별첨1 참고)

〇 A3-4a의 토지 기타비용을 A3-1과 동일한 토지매입비 대비 5%로 할 경우, 153억원 수준임. 
결국 413억원은 건설사의 부당이득으로 추정됨. 

<표8> 토지비 수익 추정

5. 공개한 이윤의 17배, 적정이윤의 20배 폭리

<표9> 분양 이익 추정
(단위 : 억원)

〇 시행사가 공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 이윤은 총 136억원, 평당 32만 4천원임. 그러나 앞
서 추정한 바와 같이 분양가를 부풀려 토지비 수익 413억과 건축비 수익 1,921억원 등 총 이
익은 2,334억원으로 추정됨. 이는 공개한 이윤인 136억원의 17배임.

〇 땅값에서는 이익을 남기지 않고, 적정이윤을 건축비의 5%로 설정할 경우, 총공사비(직접공사비) 
2,126억의 5%인 110억원 대비 20배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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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위례 A3-4a(힐스테이트), A3-1(포레자이) 위치와 토지매각 조건

자료)LH토지매각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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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장지지구, 강남 보금자리 세부 공사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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