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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본부장 김헌동)/경실련경기도협의회(대표 강민철)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수원경실련 유병욱 국장(02-3673-2146)
▪시행 : 2019. 07. 24.(총14매)

공공이 땅장사 안 했다면 13조원 민간로또도 없었다

- 광교 개발이익 14조원 중 95%가 주택업자,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가
- 강제수용 땅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주택 늘고 집값 안정됐을것
- 공공의 땅장사, 집장사 허용하는 3기 신도시개발 강행을 전면중단하라

일시 : 2019년  7월  24일(수)  오전 11시 0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광교신도시 민간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실태자료 분석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광교신도시 개발 진행경과 및 문제점 : 유병욱 수원경실련 국장
◈ 경실련 입장 : 강민철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대표
◈ 질의답변 : 참석자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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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공  공

민     간

소계
아파트·연립·주상복합 상업용지 등

건설사 수분양자 수분양자

개발이익
14조 2,626억

(100%)
7,248억
(5.1%)

13조 5,378억
(94.9%)

1조 9,305억 8조 6,660억 2조 9,413억

비고 택지판매이익 건축비 거품 시세차익 시세차익

경실련이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수혜자별로 추정한 결과 개발이익의 95%가 건설업자, 수부
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
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았기 때문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은 2002년 손학규 전 경기지사 시절 시작됐고, 본격격인 추진은 김문수 전 경기
지사가 명품신도시 개발을 내세우면서 부터이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공동사
업자이며 사업비는 9조4천억원으로 토지수용가는 평당 116만원이고 조성원가는 평당 798만원으로 
판교(평당 743만원)보다도 높다.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과다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때문
이지만 세부내역 비공개로 검증이 어렵다. 

택지는 2007년부터 매각되어 현재 90%이상이 매각됐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용도별 택지판
매현황]에 따르면 판매가는 평균 평당 856만원이다. 조성원가와의 차액이 평당 58만원정도로 공공
사업자의 택지판매이익은 전체 7,248억원이며, 총사업비의 8% 수준이다. 공급방식은 추첨이나 경
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 아파트 등조차 수의로 공급되었고, 전체 판매택지의 59%가 수의계
약으로 공급되었다.

<표1>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단위 : ㎡, 만원/3.3㎡, 억원)

공공이 싸게 팔았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로 땅값, 집값이 상승
하며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설사나 수분양자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 먼저 아
파트를 분양한 민간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부풀려 1조9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이 책정한 적정건축비는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에 따라 평당 450만원~550만원까지 책정
했으며,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평당 414만원)를 참고하였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책정한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건축비 거품만 평당 250만원, 
세대당 9천만원, 전체 1조 9천억원이 발생, 건설사에게 돌아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시공사 및 
용인도시공사 등 공기업들의 건축비이익도 1,900억원(세대당 5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집값상승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도 상당했다. 2019년 7월 현재 광교 아
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48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로 상승했다. 덕분에 수분양자들의 이
익은 평당 1,100만원, 세대당 3억8천만원, 전체 8조 7천억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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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정분양원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변시세

평당 20평 평당 20평 매매 전세

토지비
조성원가 400 8,000

1.1 22
기간이자 등 40 800

건축비 500 10,000 500
1,0000

(월25만원)

계 940 18,800 1억원 + 월 22만원 47,000 25,000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하여 약 2조9천억원
의 시세차익 발생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9조4천억원에 개발된 광교신도시의 가치는 현재 23조7
천억원으로 상승했으며, 14조3천억원의 개발이익 중 95%에 해당하는 13조5천억원은 주택건설업자 
및 아파트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택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민간에게 돌아간 13조5천억원의 불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모두 국가가 환수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최소한 아파트 
등 2만2천세대를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했다면 경기도의 공공주택 확충에도 
기여하고 서민들은 주변시세의 반의 반값에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내집마련이 가능했다. 

<표> 토지임대 건물분양시 공급가 추정
(단위 : 평, 만원/평, 억원)

주 1) 택지매입비는 택지조성원가 × 용적률 200%
   2) 기간이자 등은 택지매입비의 10%

   3) 토지임대료는 택지비(택지매입비+기간이자 등)의 연3% 적용

따라서 경기도는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A17블록 등 미매각토지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
부 방식으로 서민들이나 지역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하기 바란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아파트로 공
급하면 20평 기준 월47만원에 입주가능하고, 미매각된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공공주택으로 개발
하면 추가적으로 5천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확보도 가능해진다. 현재 광교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4,300세대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대장지구를 개발, 5,500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둬들여 성남
시민에게 되돌려주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공사가 참여한 공영개발사업에서 비싼 분양가
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집값안정에도 역행한다. 따라서 광교같은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막고 경기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도시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땅장사, 집
장사 중심의 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개혁을 선언하기 바란다. 

※ 별첨. 광교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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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분석 

강제수용한 택지 되팔아 건설사, 기업, 입주자 등 민간에게 13조원 안겨줘

 개요

◦ 경실련은 판교, 위례, 과천지식정보 타운 등의 신도시를 진단하고 개발방식의 전면개혁을 촉구
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신도시 개발방식의 개선없이 3기 신도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 하지만 지금의 신도시 개발은 공공의 땅장사와 집장사 허용, 불투명한 사업추진과 회계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눠먹는 장사논리에 치중하며 서민주거안정과 집값안정에 
실패했음

◦ 광교신도시는 제2강남개발을 표방한 판교와 차별하며 명품신도시 개발을 강조했음. 하지만 분
양 10년이 지난 결과 민간업자 및 수분양자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준 로또 신도시였음
이 드러남. 만약 팔지않았다면 개발이익은 공공과 국민에게 돌아갔을 것임

◦ 이에 광교신도시에서 발생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추정발표하고, 공공의 땅장사의 전면중단을 촉
구하고자 함

◦ 조사분석은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자
료, 아파트·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원가 공개자료, 국민은행 및 다음부
동산 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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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조성원가 판매가 차액(Ⓓ-Ⓒ) 비고

Ⓐ Ⓒ Ⓓ 평당 총액 택지공급기준

공동
주택

소계 1,740,916

분양 1,175,764 798 933 135 4,806억 감정가

임대 565,152 666 (-132) (-2,260억) 조성원가의 60~85%

단독주택 239,808 574 (-224) (-1,628억)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주택 소계 1,980,724 798 813 15 917억

상업업무 641,813 1,749 951 1조8,503억
경쟁입찰/
수의계약

지원시설 376,418 798 745 (-49) (-560억)
경쟁입찰/
수의계약

공공청사 등 1,111,142 453 (-345) (-1조1,612억) 조성원가 이하

유상면적 계 4,110,096 798 856 58 7,248억

무상면적 7,194,398

광교지구 계 11,304,494

 분석 결과

공공이 평당 116만원에 강제수용 후 민간에 되팔아 남긴 이익은 7,248억원

<표1> 광교지구 택지 판매 이익 추정
(단위 : ㎡, 만원/3.3㎡, 억원)

주 1) 일부 미분양된 택지는 기존 분양된 용도별 택지공급가의 평균치 적용
자료 : 경기도시공사, 광교 택지매각 현황, 2018

◦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4개기관이 공동시행자이며, 공개된 택지조
성원가는 평당 798만원. 논밭임야였던 택지를 경기도시공사가 수용한 가격은 평당 116만원

◦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택지매각현황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 90% 이상이 10조원에 매각됐
으며, 일부 미매각용지도 기존의 용도별 택지공급가의 평균치를 적용할 경우 택지판매액은 평
균 평당 856만원으로 추정됨. 판매택지의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되었으며 추첨,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인 아파트, 중심상업용지 등도 일부 수의계약으로 공급

◦ 조성원가와의 차액은 평당 58만원으로 전체 판매면적기준으로는 7,248억원의 차액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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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평균 

분양면적
건축비 차액

입주자모집 경실련추정 3.3㎡당 총액 세대당

아파트 14,731 34 620 450 170 8,573억 0.6억

연립 1,404 44 910 550 360 2,251억 1.6억

주상복합 5,661 40 920 550 370 8,481억 1.5억

계 21,796 36 730 480 250 1조 9,305억 0.9억

구분 블록 세대수
평균 

분양면적
건축비 차액

입주자모집 경실련추정 3.3㎡당 총액 세대당
아파
트

A7
(광교이편한세상) 1,970 42 723 450 273 2,267억 1.2억

주상
복합

C3
(현대아이파크) 958 38 1,029 550 479 1,737억 1.8억

연립 B3
(이편한세상테라스) 317 47 1,092 550 542 714억 2.2억

아파트 건축비 부풀린 건설사의 이익은 1조 9,305억원, 세대당 9천만원

<표2> 광교지구 아파트 건축비 거품
(단위 : 평, 만원/3.3㎡)

주1) 전체 분양면적은 78만4,886평
  2) 적정건축비는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여 평당 450만원 ~ 550만원까지 책정

  
◦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광교신도시의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택

지비는 매입원가와 이자수수료, 건축비는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넘지 않아야 함

◦ 건설사들이 공개한 건축비는 평당 506만원 ~ 710만원으로 차이가 컸으며, 주상복합과 연립
주택은 1천만원을 넘은 경우도 있는 등 건축비가 적정원가보다 많이 부풀려짐

◦ 경실련 조사결과 광교랑 비슷한 시기에 LH공사가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2010년 12
월 분양)의 건축비는 준공 기준 평당 414만원으로 광교가 수 백만원 더 비쌈

 
◦ 경실련은 LH준공 건축비 등을 참조하여 적정건축비를 아파트는 평당 450만원, 연립과 주상

복합은 평당 550만원을 적용함

◦ 분석결과 광교 건축비는 적정건축비보다 평균 평당 250만원이 비쌌으며, 21,796세대 전체로
는 1조 9,305억원이 비쌈. 세대당 9천만원 규모. 이중에는 경기도시공사 및 용인도시공사 등 
공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비 이익은 1,900억원(세대당 5천만원, 평당 140만원) 규모

<표3> 건축비 상위 1위
(단위 : 만원/3.3㎡)



- 7 -

분양가 현재 시세
차액

평당
세대당
(필지당)

총액 평균면적

아파트 1,260 2,340 1,080 3.6억 5조 3,350억 34평

연  립 1,600 2,360 760 3.4.억 4,750억 44평
주상복합 1,570 2,820 1,250 5.0억 2조 8,560억 40평

계 1,380 2,480 1,100 3.8억 8조 6,660억 36평

택지면적 분양가 현재 시세
차액

비고
평당 총액

상업업무 364,080 1,749 4,000 2,251 2조 4,835억
주상복합 

제외

도시지원시설 205,802 749 1,000 251 1,565억
10년 

전매제한/ 
공공기관 

  
◦ 가장 비싼 아파트는 이편한세상테라스(B3)로 평당 1,092만원. 연립주택인 걸 감안하여 아파트

보다 높은 평당 5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보더라도 평당 542만원이나 차액이 발생.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현대아이파크(C3)가 평당 1,029만원으로 가장 높고, 아파트에서는 광교이편한
세상(A7)이 평당723만원으로 가장 높음

아파트값 상승에 의한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8조 6,660억원, 세대당 3.8억원

<표3> 수분양자 시세차익
(단위 : 만원/평, 억원)

주1) 시세조사는 국민은행 및 다음 부동산정보,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을 활용함

◦ 아파트값 상승으로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도 크게 발생. 광교 분양가는 평균 1,380만원이었
지만 현재 시세는 평당 2,480만원으로 1,100만원이 상승하였음. 전체적으로는 8조 6,660억원
이며 세대당 평균 3.8억원이나 됨

◦ 아파트 기준 분양당시 34평 아파트가 4억3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8억원 정도로 평균 3억6천
만원이 상승, 전체적으로 5조 3,35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

상업업무, 단독주택 용지 등에서도 2조 9,413억원 시세차익 예상

<표4> 상업업무 용지 시세차익
(단위 : ㎡, 만원/평,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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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제외

단독주택 233,421 574 1,000 426 3,013억

803,303 1,208 2조 9,413억

합  계 공  공

민     간

소계
아파트·연립·주상복합 상업용지 등

건설사 수분양자 수분양자

개발이익
14조 2,626억

(100%)
7,248억
(5.1%)

13조 5,378억
(94.9%)

1조 9,305억 8조 6,660억 2조 9,413억

비고 택지판매이익 건축비 거품 시세차익 시세차익

◦ 상업업무 용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정도가 생활대책용지로 경쟁없이 수의
계약으로 저렴하게 공급됨. 공급가는 평균 평당 1,749만원이며, 경쟁입찰된 경우 최고 평당 
3,200만원에 공급됨

◦ 경실련은 이후 땅값 상승을 감안하여 평균 시세를 4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추정한 
결과 평당 2,251만원, 전체 2조 4,835억원으로 예상

◦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된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공공기관도 입주하고 있지만 CJ 등 민간에게
도 매각됨. 민간에 매각된 경우 10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하며 현재 시세를 1
천만원으로 보더라도 시세차익이 1,565억원으로 추정

◦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 단독주택용지 시세도 상승. 국토부 공개한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단독주택이 토지평당 1~3천만원대로 거래되고 있음. 건축비를 제하고 평균 시세를 1천만원으
로 간주하더라도 3,013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됨

공공의 땅장사로 13조4천억원의 불로소득을 민간에게 안겨줬다

<표5>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단위 : ㎡, 만원/3.3㎡, 억원)

◦ 2008년 9월 한국자산신탁이 광교에서 처음으로 참누리레이크를 분양한 이후 10년이 지남

◦ 분양당시는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 광교도 2007년 평당 평균 116만원에 수용됐던 땅값이 수천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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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정분양원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변시세

평당 20평 평당 20평 매매 전세

토지비
조성원가 400 8,000

1.1 22
기간이자 등 40 800

건축비 500 10,000 500
1,0000

(월25만원)

계 940 18,800 1억원 + 월 22만원 47,000 25,000

로 상승

◦ 결과적으로 14.1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고, 이중 95%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건설사, 수분양
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됨

아직 팔지 않은 A17블록, 건물만 분양하면 반의 반값에 공급가능

<표5> 토지임대 건물분양시 공급가 추정
(단위 : 평, 만원/평, 억원)

주 1) 택지매입비는 택지조성원가 × 용적률 200%
   2) 기간이자 등은 택지매입비의 10%
   3) 토지임대료는 택지비(택지매입비+기간이자 등)의 연3% 적용

◦ 현재 광교 공동주택지 중 매각되지 않은 필지는 A17블록으로 택지면적은 40,248㎡, 549세대 
예정. 당초 분양예정이었으나 최근 광교 시세가 많이 오르며 경기도시공사 내에서도 분양계획 
백지화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만일 토지임대 후 건물만 분양하면 20평 기준 건물값 1억원, 토지임대료 월22만원이면 공급가
능하고, 건물값도 주택도시기금 금리인 2~3% 수준으로 융자해준다면 월 47만원 부담에 입주가
능. 이는 주변 시세의 반의 반값 수준

◦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 광교에서 민간에 매각된 공동주택만 2만2천세대임. 만일 공공사업자
가 팔지않고 임대했다면 그만큼의 공공주택도 확보하고 주변 집값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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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자회견문

공공은 땅장사 중단하고 서민위한 공공주택 확충하라

- 광교신도시 미매각토지는 모두 건물만 분양하라 -

1. 수원경실련은 광교신도시 사업이 ‘이의 행정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시점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 활동을 해왔다. 

2. 광교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실시 과정 전반에 걸쳐 타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다소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 타 신도시 사업과 달리, 
행정타운 개발을 위해 추진된 신도시 사업이다. 이미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신도시를 건설
하겠다는 계획이 승인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2) 광교신도시는 처음부터 ‘자족형 정주도시’를 표방했다. 비즈니스파크, 파워센터 등 특별계획구
역이 타 신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지정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자족형 정주도시로 신
도시가 계획되다보니 서울로의 교통망 확충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이는 현재 광교신도시의 
극심한 교통난의 원인이 되었다.

 3) 실시 과정에서 실시계획 및 설계변경이 각각 스무차례 넘게 이뤄졌다. 무분별한 계획 변경임을 
부인할 수 없고, 결국 원래 계획했던 특별계획구역 사업은 대부분 무산되었다.

 4) 광교신도시의 상업 및 업무용 용지는 최초 계획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 앞서 언급한 특별계획
구역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업자는 조성해놓은 부지를 쪼개서 민간 건설사에 판매했고 건설사는 
이 부지에 상업시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했다. 최초계획세대수 약 30,000세대보다 약 
13,000여 세대가 더 늘어났는데, 이들 대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5) 특별계획구역이 무산되고 이 부지를 상업용지로 쪼개 팔면서 결과적으로 광교신도시 사업 시
행자의 택지판매수익은 증가했다. 다만 이 수익 증가는 현재 광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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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제의 반대급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6)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임대주택 규모를 대폭 축
소했다. 이는 곧 전체 주택공급계획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축소, 무늬만 임대일 뿐 사실상 
분양 아파트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과다 계획 등으로 나타났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이 법의 취지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명품신도시’ 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
렵다.    

4. 광교신도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교통혼잡, 극심한 주차난, 
학교 부족 등 각종 기반시설 문제로 인해 ‘명품신도시’라는 이름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자족형 정주도시가 아닌, 고분양가 아파트로 채

워진 베드타운이 광교신도시의 현실이다. 

5. 이런 상황에서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택지판매와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덕분에 창립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는 곧 고분양가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무주택 서
민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한 것과 더불어, 무분별한 계획변경을 통해 현재 광교신도시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의 반대급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6. 결론
 - 광교신도시의 사업은 곧 마무리된다. 사업 이후 예상되는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수원시와 경기도 등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개발이익
금은 모두 경기도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아직 토지를 매각하지 않은 A17블록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건축물만 지
어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실험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기 적합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더 이상 공공이 땅장사, 집장사로 돈을 버는 행위
는 용납할 수 없다. 서민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공기업과 민간이 땅장사, 집장사로 이익만 남기는 
택지개발 사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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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광교신도시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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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광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

항목
금액 개발원가 조성원가 구성비
천원 천원/평 천원/평 %

용지비 4,161,589,000 1,217 44.48%

용지부담금 154,123,000 45 1.64%

조성비 676,386,000 198 7.20%

기반시설설치비 3,739,509,000 1,094 39.80%

직접인건비 38,131,000 11 0.41%

이주대책비 136,327,000 40 1.45%

판매비 13,359,000 4 0.14%

일반관리비 78,373,000 23 0.83%

자본비용 399,020,000 117 4.25%

기타비용 - 0.00%

총사업비 9,396,817,000 2,737 7,980 100.00%

존치부지 등 차감사업비 40,305,000

최종사업비 9,356,512,000 7,980

총 사업면적 11,282,521

유상공급면적 3,869,329 34.29%

주1) ‘최초분양’ 땅값 = (최초 분양가 - 적정건축비)× 용적률

  2) ‘현재시세’ 땅값 = (현재 아파트값 - 적정건축비) × 용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