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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본부장 김헌동)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최승섭 팀장(02-3673-2146)
▪시행 : 2019. 05. 14.(총15매)

2기 신도시의 진실 ① 위임받은 특권으로 공공사업 시행자 배만불려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 국민 속인 관료 수사하라!
- 6조 규모 추가이득 환수·신도시 공영개발·사업원가 공개하라!
- 강제수용 토지, 토건공기업 장사수단 전락, 공기업 해체하고 주택청 만

들자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 시민발언 : 판교 10년임대아파트 입주민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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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차 추정
(2005년3월)

경실련 2차 추정
(2019년5월)

국토부 발표
(2005년3월)

만원/평 총액 만원/평 총액 만원/평 총액

매
출

택지
판매

아파트 640 2조 9,510억 910 4조 2,640

단독연립, 
근린생활

1,100 3조 1,400억 770 1조 9,610

상업, 
벤처업무

2,140 6조   60억 2,320 4조 9,940 비공개

공공시설 940 2조 1,810억 520 1조 2,130

소계 14조 2,780억 12조 4,220

아파트 분양 510 1조 5,000

임대수입 2,860

10년 후분양 되는 서민용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을 앞둔 판교신도시에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사업자가 국민을 속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판교 개발계획 확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분양원가공개 반대와 공기업장사론(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
길 수도 있고, 등 발언) 등으로 주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하여 거품만 키웠다. 최근에는 분양대금을 
단기간(입주전)에 마련하기 어려워 10년 후에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입주한 서민에게조차 ‘법이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전환 하겠다’며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국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택촉법에 근거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감수하고 국민 소유 땅(논밭 임야)을 강제로 
수용해서 추진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이다. 
경실련은 2005년 개발 당시부터 판교를 공영개발하여 최소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
고 공공이 직접 개발 후 서민에게 공급해야 주거안정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했다.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 강제수용 2) 용도변경 3)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공공사업자에게 허용하여 개발
되는 공공택지를 이익추구가 우선인 민간에게 매각한 것이다. 원가보다 비싸게 땅과 집을 팔아 막
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원가나 사업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숨기고 있다. 

이처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택촉법과 주촉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노무현 정부의 2개 신도시정책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인 
LH공사(당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의 2기 신도시개발 문제점을 밝혀내고 향후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공공사업자(토공·주공·성남시·경기도)의 개발이익은 1천억원의 63배, 6.3조원

<표1> 공공사업자 판교개발이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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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1,140 14조 2,780억 1,220 14조 2,080억

사
업
비

택지조성원가 470 5조 8,930억1) 530 6조 1,690억2) 743 7조 9,688억3)

아파트 건설 400 1조 7,060억

국민임대 건설 (300) (3,470억)

소계 470 5조 8,930 680 7조 8,750억

개발이익(공공사업자) 670 8조 3,850억 540 6조 3,330억 1천억

채권판매수익(정부) 1,130 1조 6,770억 1,130 1조 6,770억

개발이익 계 800 10조  620억 690 8조   90억

비고(유상면적) 126만평 117만평 107만평

주1) 2004년 12월 기준 정부가 승인한 실시계획의 사업비
  2) 국토부가 공개한 판교 사업비 7조 9,688억원에서 부풀려진 공사비나 근거가 불분명한 광역교통부담금 제외
  3) 2005년 3월 건교부가 공개한 판교사업비
  4) 경실련 추정 판매가는 1차는 예정가액 기준이고, 2차는 매각현황 등을 참조하여 수정함
  5) 국민임대 건설비(평당 300만원)은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사항으로 사업비에 고려하지 않음

  
경실련은 2005년도에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분석하여 8.4조원(채권 수익 포함 10조원) 으로 추

정 발표했다. 이에 당시 건교부는 개발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19년 기준 경실련이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다시 점검한 결과 공공사업자의 이익은 6조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2005년 발표와의 차이는 당시 택지판매액은 예정가였고, 현재는 택지판매현황 
및 분양현황 등을 반영했다(LH공사 판교 택지판매현황 별첨참조). 조성원가도 정부의 사업비 변경 
등을 반영하여 분석했다. 

 판교 토지(논밭 임야 등)수용가는 평균 평당 93만원, 개발비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는 평당 529
만원이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 160%와 적정건축비(평당 400만원)를 더하면 평당 700만원대에 분
양 가능했다. 정부도 판교를 제2의 강남으로 개발,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려 강남아파트값을 1,000
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시세차익과 “공기업도 장사다.”라며 분양가
를 점점 올려 평당 1,300~1,700만원대로 분양 당초에 법에 따라 정했던 이익(또는 승인된 이익)을 
넘는 6조 이상의 추가이익이 발생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택지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 이
상으로 판매한 분양아파트용지, 상업용지, 벤처 단지 등과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한 임대용지, 공공
시설용지 등까지 포함한 전체 택지판매액은 12조 4,22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택공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건축비는 1조 5천억원(평당 510만원)이다. 적자라던 10년후 분양전
환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로 전환해도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다. 전체 수입은 총 14조 
2,08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출액은 택지매입 및 조성 등 개발비 6조 1,690억원, 아파트 건설비 1
조 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이다. 기금과 재정지원을 받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비의 추가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24평 기준 재정 10%, 기금 50%, 입주자 30%, 사업자 10%). 정부가 사업비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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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 8조원 중 부풀려진 공사비(1조원)나 근거가 불분명한 광역교통부담금(0.8조원) 등 1.8조원도 
고려하지 않았다.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6조3,330억원의 이익을 공공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5년에 건교부가 공개한 이익의 1천억원의 63배이며, 정부가 주장한 이익을 제하고도 무려 6조 
2,330억원의 이익이 추가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② 적자사업이라던 10년 후분양전환 아파트, 원가로 공급하더라도 2,860억원 임대수입 예상

10년 후에 분양되는 공공임대에서는 임대수입이 발생했다. 2009년 입주한 중소형 이하 LH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25평 기준 임대보증금 5,600만원에 월임대료 4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2년마다 5%씩 인상되었다. 입주민 3,952세대가 10년 동안 납부한 임대료는 총 2,860
억원(한채당 월 평균 60만원) 으로 추정된다.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임대아파트 운영
관리로 충당하더라도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 최근 분양전환을 앞두고 국토부는 감정가 
공급을 주장하지만 택촉법 취지에 따라 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며, 원가공급 하더라도 LH공
사는 2,860억원의 임대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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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승인된 이익보다 늘어난 공공사업자의 추가이익부터 환수하라
강제수용한 국민땅으로 공공사업자 배불리는 신도시 개발 중단해야

① 공공사업자에게 부여된 특권을 남용하여 추가 발생한 6.2조원 이득을 국가가 환수하라

경실련은 이미 13년 전에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분석하여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 
등 공공이 8.4조(채권포함 10조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건교부는 보도자료를 통
해 판교의 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임대주택 재원으로 투자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
지만 사업추진 내용과 판매자료와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웠다. 그러
나 경실련이 자료 조사를 통해 택지판매현황 등을 파악 분석한 결과 6조3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한 투명한 사업평가를 통해 63배 차이 나는 개발이
익 규모를 밝혀내고 추가이득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해야 한다. 

② 공기업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10년 후분양주택 폐지하고 신도시 사업방식 개혁하라

판교신도시는 짓기 전에 분양했던 선분양아파트와 10년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던 후분양제 
아파트 그리고 단독 연립 등이 80%였다. 그리고 공공이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은 20%를 차지하는 
국민임대주택 뿐이다. 후분양방식으로 공급되는 10년 공공아파트는 2003년 무주택 서민을 위해 참
여정부[장기임대주택 150만호 공급계획]에서 도입되었다. 당시 참여정부는 5년 임대아파트의 2.5년 
후분양전환과 주택업자의 고의부도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10년 후 분양전환 
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2012년까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장기임대주택
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을 포함 100만호 수준에 불과하다. 10년 후 분양전환용 주택중심으로 공
공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5년 및 10년 후에 분양전환하는 방식의 아파트 분양방식을 폐지하고 공공
택지개발사업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 되도록 공동주택용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특권을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에게 부여한 것은 장사가 아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건물만 분양하고, 연기금 등 공공
금융을 참여시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③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도입한 10년임대조차 장사원리 적용하겠다면 공기업을 해체하라

판교신도시의 10년임대 아파트를 어쩔수없이 분양전환해야 한다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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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택촉법과 주택법 등의 법 취지에 맞도록 분양가격 등을 정해야 한다. 즉, 공공택지는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최초 입주자에게 국가가 약속한 대로, 원가 분양 전환해야 한다. 정부 관료들이 법과 
시행령이 아닌 하위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법대로 분양가격을 정해야 한다. 공공사업자
에 부여된 강제수용권 등의 특권으로 개발한 판교에서 최초 입주한 무주택 서민에게 법이 정한 원
가(토지비는 조성원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보다 높게 매각하여 추가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공기업
은 해체해야 한다. 법이 정한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전환을 하는 행위는 신도시 개발취지
에도 맞지 않고 주거안정에도 어긋난다. 국토부 등 정부가 제시한 임대 기간 연장이나 저리 대출 
주선 등도 시세 기준 분양전환을 염두에 둔 대책인 만큼 10년 동안 국가와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행한 입주민들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국민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 택지독점개발, 용도변경 결정 등의 특권을 위임받은 LH 
등 공공사업자는 오로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특권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
령의 공기업장사 논리 발언 이후 신도시에서조차 무주택 서민이 아닌 국토부 관료, 공기업, 민간업
자 등에게 특혜가 집중되었다. 신도시 사업이 무주택 서민이 아닌 공공사업자와 민간업자에게 막
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었다. 정부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사업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개
발이익을 엄격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리고 공공사업자가 챙긴 당초 약정 이
익 이외의 추가이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신도시개발사업은 국가가 돈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국가 또는 공공사업자에 특권과 특혜를 위임한 이유는 오로지 주거안정 무주택 서민에 대
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정부는 아직도 공공사업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토건업자와 유착되어 공기업이 공공택지 등을 장
사목적으로 사용해 온 구태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공공사업자인 LH공사 
등의 특권남용, 서민주거불안 조장하는 국토부에 더는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미 주택보
급률은 110%대에 도달했다. 주택정책을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한 개발독재 토건 정책
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판교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철회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하고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끝.

※ 경실련 주요 활동
◦ 2004. 12 판교지구 공영개발 방식분석
            공영개발 후 조성원가 공급하면 30평 1.6억원에 가능(표준건축비 적용), 공공수익은 2.3조원
            연기금 투자 시 20년 후 수입은 6조원(임대수입, 분양수입)
◦ 2005. 03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총 16조원 개발이익 중 LH공사 등 공공이익 10조
            (LH 등 8.3조원, 채권환수 1.7조원, 민간 6조원 총 16조원)
◦ 2005. 04 판교 개발이익 관련 건교부 공개질의
◦ 2006. 12 판교 민간분양 아파트 원가분석
◦ 2006. 12 판교 공공분양 아파트 원가분석
◦ 2010. 06 이재명 성남시장 면담(판교개발이익 자료 제공 약속) 
◦ 2018. 03 판교 입주 10년 개발이익 추정발표. 총 19조원 중 공공이익은 6조원, 민간 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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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비고

98. 0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용지 지정 

01. 06
당정협의, 저밀도 주거단지 조성 주택 1만9000가구, 계획인구 5만9000명(64인/
㏊) 

평당 750만원

01. 09 당정협의, 벤처단지 20만평 조성 

01. 1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02. 07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 경기도 

03. 03
개발구상 공청회 밀도상향 발표, 주택 2만9000가구, 계획인구 8만9000명(96인/-
㏊) 

평당 850만원

03. 08 당정협의, 주택 2만9700가구로 확정 

03. 1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2003.12.1-2007.11.30) 

04. 03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확정 및 실시계획 수립(04.9) .사업비 5조8천억원

04. 12 경실련, 판교 공영개발 사례 분석

05. 02 전용 25.7下 원가연동제, 25.7上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11월 일괄분양 발표 평당 900(중소형),

※ [별첨]
<그림> 판교 토지이용계획도

<표> 판교신도시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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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500(중대형)

05. 03 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전면 재검토와 공영개발 촉구

국토부 해명자료 발표 ‘경실련 주장 현실성 결여, 개발이익은 1천억원’

05. 04 경실련, 판교 개발이익 관련 건교부 공개질의

05. 05
건교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2쪽. 
(개발이익은 기반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 방안을 강구할 계획) 주택국장 서종대

05. 05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주택 26,080, 계획인구 80,412 개발밀도 86.4명/㏊ 축소 

05. 06
원가연동제 적용 및 임대주택 11필지 공동주택용 추첨, 당․정․청 25.7上 분양보
류

05. 08 공급확대(2600가구), 중대형확대(9700가구), 분양 25.7 06.3(下, 민간),8(上, 공영개발).  

06. 01
교통대란 이유로 3월 분양 견본주택 공개 금지(인터넷 허용), 인터넷 청약제 도
입

평당 1,100(중소형)

06. 02 경실련, 당첨자 시세차익 1조원, 주변집값 227조 폭등 발표

06. 03
민간 분양 3,690가구 
10년 공공임대 1차분양 1,691가구

평당 1,174(중소형)
보증금 1.9억, 

월47만원

06. 04 공공 1차 분양 2,192가구, 공공 10년 공공임대 1,884가구
평당 1,137(중소형)

보증금 0.8억 월42만원

06. 07 경기도시공사 판교 테크노밸리 용지 분양(66만㎡) 평당 1,010만원

06. 08 공공 2차 분양 6,780가구, 민간 10년 공공임대 397가구 평당 1,716(중대형)

07. 10 판교 개발이익 배분비율 용역의뢰(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비율은 8.31%

09. 02 공공 10년 중대형 공공임대 2,068 가구 보증금 2억 월 74만원

10. 06
국토부 공문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추정 용역 발주 협조’ 요청
(개발이익 배분 비율인 성남시 적정수익률은 8.31%)

10. 07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판교 정산에 따른 LH공사, 국토부에 갚아야 할 5,200
억원 지급유예 선언’

14. 09 민간 10년 임대 분양전환 397가구(41평형) 분양전환가 7.1억원

17. 00 민간 10년 임대 일부 분양전환

17. 12 판교 제2테크노밸리 용지분양 평당 1,200만원

18. 03 입주 10년 판교의 개발이익 19조원 추정발표(LH등 6조원, 민간 13조원)

19년상반기 10년 임대 분양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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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판교신도시 사업비와 조성원가
(평, 만원)

구분

국토부 공개
경실련 추정최초

(2004.3)
변경

(2005. 3)

총사업비
(억원)

총사업비
(억원)

개발
원가

조성
원가

총사업비
(억원)

개발
원가1)

조성
원가2)

용
지
비

토지매입비 26,194 93 244 26,194 93 225

지장물보상비 등 10,473 37 98 10,143 37 87

소계 31,490 36,667 130 342 36,337 130 311

개
발
비 

 개발비 25,021 89 233 15,021 53 129

광역교통부담 18,000 64 168 10,0003) 36 86

소계 27,441 43,021 153 401 25,021 89 214

합계(용지+개발비) 58,931 79,688 283 743 61,688 219 529

주1) 개발원가 = 총사업비 ÷ 개발면적(2,80만평)
  2) 조성원가 = 총사업비 ÷ 유상면적(117만평) 

  3) 경실련은 사업비 중 광역교통부담 비용 관련 국토부가 공개한 신분당선건설사업(5,730억), 영덕양재고속도로

(10,642) 이외 비공개하여 불분명한 7,870억원은 제외. 토지개발비 평당89만원도 과다

<표> 토주공 등 사업시행자의 판교 개발이익 추정(2005년 기준)
(단위 : 만원/평,억원)

수익자
판매면적

(평)

조성원가 판매가 판매수익
비고

평당 총액 평당 총액 평당 총액

계 1,257,822 469  58,931 1,269  159,545 800 100,614

사업시행자 1,257,822 469 58,931 1,135 142,780 667 83,849 땅값차익

정부 148,940 - 1,126 16,765 1,126 16,765 채권판매수익

주1) 조성원가는 정부가 밝힌 최초사업비를 공원 등을 제외한 유상면적(45%)으로 계산
자료 : 경실련 보도자료, 2005.03

<표> 토주공 판교 택지판매현황(2019년 4월 기준)
(단위 : 만원/평,억원)

용도
면적
(㎡)

공급가격
(억원)

평당
(만원)

비고

아파트(분양) 373,657 1조8,429억 1,628

아파트(임대) 115,162 2,632억 754

단독주택 362,066 8,500억 775

상업업무 33,847 2,514억 2,451

중심상업 98,319 2조1,099억 7,082

근린생활 19,285 907억 1,552

지원시설 454,964 9,269억 672

공공시설등 355,206 6,362억 591

계 1,812,506 6조 9,711억 1,269

주)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가 민간업자에게 매각한 기준으로 자체분양한 아파트용지 등은 제외
자료 :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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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금액 비고

매
출

택지
판매

조성원가
이상 

80만평 × 평당 1,320만원 10조 5,270억
아파트, 상업, 

업무 등

조성원가 
이하

14만평 × 평당 490만원  6,820억 임대아파트

23만평 × 평당 520만원 1조2,130억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용지

아파트 분양
9,109 세대  × 호당 1.6억원
(건축비 평당 513만원) 

1조 5천억 택지비 제외

10년 
임대
분양
전환 

 분양전환 중소형 1,884세대, 중대형 2,068세대                 ?

임대수입 3,952세대 × 호당 월60만원 × 120개월 2,860억

소계 14조 2,080억

사
업
비

택지조성원가 유상면적 117만평 × 평당 529만원 6조 1,690억1) 경실련 추정

아파트 건설
13,061세대 × 호당 1.3억원
(건축비 평당 400만원)

1조 7,060억원
10년 임대 

포함

국민임대 건설
5,784세대 × 호당 0.6억원
(건축비 평당 300만원)

(3,470억원)
주택도시기금 
및 재정지원

소계 7조 8,750억

개발이익 6조 3,330억

계
장기임대 단기임대 기타

소계
영구
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장기
전세

매입
임대

사원
임대

소계
10년
임대

5년
임대

전세
임대등

145.7 102.0 21.7 10.9 52.4 1.6 3.3 10.3 1.8 24.1 16.8 7.3 19.6

계

아파트
(장기임대)

아파트(분양) 기타

국민임대 소계 선분양
10년후

분양전환
단독 연립 등

세대수 29,263 5,784 18,809 12,769 6,040 4,670

비중 100% 20% 64% 44% 20% 16%

<표> 공공사업자 판교개발이익 추정(2019년 기준)

주1) 국토부가 공개한 판교 사업비 8조원에서 부풀려진 공사비나 근거가 불분명한 광역교통부담금 제외

<표>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7년 기준

<표> 판교 주택공급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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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 위치 세대수
임대조건 분양전환 시점

임대보증
금

월임대료
(만원/호)

임대보증
금

월평균
(만원/호)

10년 계

중소형
(85이하

)

산운마을11 운중동 504 0.5억 35

반환

39 247억

산운마을12 운중동 510 0.5억 37 41 253억

붓돌마을3 삼평동 870 1.1억 49 54 492억

소계 1,884 44
993억

(호당 0.5억)

중대형
(85초과

)

원마을12 판교동 428 2.1억 74 82 389억

산운마을13 운중동 809 2.1억 74 82 737억

백현마을8 백현동 340 2.1억 75 83 310억

백현마을2 백현동 491 1.8억 68 75 436억

소계 2,068 75
1,872억

(호당 0.9억)

계 3,952 60
2,864억

(호당 0.7억)

아파트명 위치 공급면적 세대수 억원/호
만원/평

비고
계 토지비 건축비

산운마을11 운중동 22/,25 504 1.7억 704 279 425 토지비는 조성원가의 
60~85%
건축비는 

표준건축비+α

산운마을12 운중동 23/25 510 1.7억 704 278 426

붓돌마을3 삼평동 25/30/35 870 1.9억 725 303 422

소계 1,884 1.8억 714 290 424

<표> 입주자모집시 공개된 판교10년 임대아파트 최초주택가격

<표> 10년 임대기간동안 입주자 납부 임대료 산출

주)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최초 입주 후 2년마다 5%씩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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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관련법
2004. 07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 채권입찰제 도입. 당정협의

2005. 01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분양가 제한 및 5개 항목 원가공개(택지비, 공
사비, 설계감리, 부대비, 가산비)
◃분양가격=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가산비+택지비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05. 01 ◃원가연동제 아파트 건축비 가산비용 인센티브제 적용

2005. 02

◃판교 2만호 4회 분산분양을 1회 일괄분양으로 대체
◃인터넷 청약접수
◃초고층 재건축 봉쇄
◃양주옥정(184만평), 남양주별내(154만평), 고양삼송(148만평) 신도시 개발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2005. 03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 평당 339만원
◃25.7평 초과 택지채권입찰 위한 3종 채권 발행조건 10년만기 무이자

새로운 주택택지 
공급제도

2005. 05
◃양도세 실거래과세, 보유세 1% 로드맵 제시
◃사무실 빌딩 공시가격 제도 도입 등

5.4 부동산대책

2005. 08
◃송파거여, 양주옥정, 김포 등 1,200만평 택지 확보 및 주택공급 확대
◃실거래가 시군구 신고 의무화
◃종부세 세대별 합산, 1가구 부과기준 6억원 강화

2006. 03

◃공공택지 25.7평 이하 택지공급가 감정원가 => 조성원가에 일정률 가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0~50%
◃향후 5년내 수도권 30만호 공급, 택지 1500만평 확보
◃도시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한 용적률, 용도지역, 층수제한 등 규제완화

3.30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2006. 11
◃향후 5년내 수도권 55만호로 공급확대. 파주, 검단, 양주, 평택, 송파 등
◃DTI 적용 규제 제2금융권 확대

11.15 대책

2007. 02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공급. 이중 50만호 10년 임대
◃펀드조성 및 민간택지 공동사업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
지향상을 위한 공공부
문역할 강화 방안

2008. 09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기존 분양가 대비 15% 저렴,  사전예약방식 도입

국민주거안정을위한 보
금자리주택 건설방안

2009. 04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전부제정(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도입, 85이하 택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의 110%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
지침

2014. 05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지 60~85 이하 => 감정가 공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 01 ◃판교 제2테크노밸리 개발 발표(도로공사 22만㎡,그린벨트 21만㎡) 판교창조경제밸리 육성

2015. 12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지 분양주택용지 조성원가 => 감정가 공급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표> 신도시 관련 제도 변화

  <표> 국민임대주택 지원 기준

지원

년도
유형

평균

건설

평형

건설

비율

평당

단가

(천원)

재원분담 기준(%)

계 재정 기금 입주자 LH

'09년

Ⅰ형(11～15평)

Ⅱ형(16～19평)

Ⅲ형(20～24평)

13평

17평

22평

30%

30%

40%

4,968

100%

100%

100%

40

20

10

40

45

50

10

25

30

10

10

10

계 17.8평 100% 19.4 46.4 24.2 10.0

※ 60㎡이하 부도 및 미분양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지원기준 동일

출처 :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정책개요,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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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 <개정 ’07.01.26>
 택지공급가격기준

                                                                  (단위 : 퍼센트)

구    분        용     도     별
공    급    지    역

수 도ㆍ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조성원가이하

 ㅇ 임대주택건설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이하 주택용지

 ㅇ 학교용지
   - 초ㆍ중
   - 고
   - 200세대규모 미만 지구의
     초ㆍ중ㆍ고

     60
ㆍ수도권:  85
ㆍ부산권:  80

ㆍ수도권:  95
ㆍ부산권:  90

     50
     70
    100

 60
 70

 90

 50
 70
100

 60
 60

 80

 50
 70
100

조성원가수준

 ㅇ 공공용지

 ㅇ 협의양도인택지
    (단독주택용지)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100

ㆍ수도권: 감정가격
ㆍ부산권: 110

ㆍ수도권: 110
ㆍ부산권: 100

100

110

100

100

110

90

조성원가이상

 ㅇ 단독주택건설용지

 ㅇ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주택용지)

 ㅇ 임대주택건설용지(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ㅇ 공공용지

감정가격

"

"

"

감정가격

"

"

"

감정가격

"

"

"
 ㅇ 상업용지등(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3조의2제2항 단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ㅇ 주상복합용지
ㆍ주거부분 : 감정가격
ㆍ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공공시설용지와 기타 공공시설용지(학교 포함)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의하여 

구분하여 결정
3. 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ㅇ 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 감정가 공급(2014년5월 법개정)

ㅇ 국민주택규모의 용지(60㎡이하 주택용지) : 감정가 공급(2016년10월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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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수도권 신도시 현황

출처 :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