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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본부장 김헌동)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국장, 최승섭 팀장(02-3673-2146)
▪시행 : 2019. 07. 09.(총 13매)

공공택지마저 민간 특혜로 변질시킨 관련자를 수사하라
- 공공과 민간업자, 강제수용한 땅 팔아 1조 4천억, 집 팔아 1조원 챙길 것 
- 公共事業 민간에 넘겨 막대한 특혜 안긴 사업방식 변경 결정한 자 수사해라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오전 11시 0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업자 특혜제공 관련자 수사촉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실태자료 분석발표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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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땅장사로 1조 4천억원, 집 장사로 1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택지조성사업과 아파트분양사업에 민간(토건)을 공동사업 시
행자로 둔갑시켜 엄청난 특혜를 건설업자가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 
주인의 땅(논밭 임야)을 강제수용해 토지의 용도까지 바꾼 공공택지가 토건업자 특혜제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 40년만에 처음으로 누구에 의해 국가이익을 퍼주려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을 지시했는지, 법령에도 없는 아파트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인
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평당 250만원에 수용한 토지 매각으로 1조 4천억원 토지판매 수익

나라 주인들의 논밭 임야 등을 평당 250만원에 수용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
원가가 884만원이 되었다. 논밭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의 용도가 택지 등으로 변경된 후 지식기반
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 이외에도 상업용지 8,500평 등 총 21
만평의 택지를 매각 3조 2,600억원의 매출이 추정된다.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 
4,000억원은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컨)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 
지분율 비공개로 업자의 이익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우건설(컨)은 투자비용은 회수하고, 최대 
6,700억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을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
으로 위장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2016년 11월 대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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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과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조 8,500억
원 중 대우건설(컨)의 투자예정금액은 약 9,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당초 7,020억원 투자약정 
후 증액). 대우건설(컨)은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토지조성 매각 대금 중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고, 5개 민간매각 토지 중 4개 필지(S1·4·5·6)를 우선 공급받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았다. 또한 
이후 S6블록의 규모가 30% 줄자 S1 블록까지 추가로 수의 공급했다. 

아파트 분양으로 LH공사와 민간사업자 1조원대 수익 예상

대우건설(컨)은 우선 공급으로 확보한 4개 필지에서 아파트를 2,200가구 분양하는데 이를 통한 추
정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이다. S4·5·6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평당 2,6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 추정 적정분양원가는 1,800만원이며, 택지비는 
택지공급가를 기준으로 평당 1,300만원, 건축비는 500만원이다. 이에 아파트 분양만으로 평당 800
만원, 총 6,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세대당 2억9천만원이나 된다. 

LH공사와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GS건설컨소시엄(S9블록), 우미린컨소시엄
(S8블록)은 언론에 보도된 평당 2,300만원에 분양될 경우 4,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결국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조성과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시행은 모두 민간 토건업자들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 「택지개발 촉진법」 제정 후 40년 동안 600억 규모의 택지조성공사를 
공기업 하청만 해온 민간 토건업자들에게 1조 8,500억원 규모 국가사업의 공동시행자로 둔갑시켜 
최대 1조3천억원 국가이익을 챙기도록 한 주범을 밝히고 공공이익을 축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령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국토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 등을 훼손하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
지를 민간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야 한
다. 더구나 애초 3개 필지를 우선 공급했다가 한 개 필지의 면적이 줄었다는 이유로 4개 필지를 
우선 공급했다. 총 5개의 민간매각 필지 중 4개를 민간공동사업자에게 수의로 넘겨 준 것이다. 이
러한 특혜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범사업(김해율하2) 처음부터 제공되었던바, 이러한 사
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 재벌보유 건설업자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의심된다. 공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필요해서라면 당연히 금융사업자 또는 금융과 개발 전문기업의 참여와 
국제입찰 등을 추진했어야 한다.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1) 국민소유의 논밭 임야를 강제로 수용하고, 2) 공공택지 개발
사업 시행의 독점권한을 부여 3)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막강한 특권을 위임받은 공기업만
이 할 수 있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이 LH공사의 부채감축을 핑계로 특혜와 부패로 얼룩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쳤다. 가장 심각한 적폐세력으로 변질된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기업과 국토부와 재벌 토건 기업의 특혜와 부패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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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이익 및 건설사 특혜 규모

과천시와 인덕원역 사이에 41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주택용지 10만평, 지식기
반산업용지 7만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기반용지는 과천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을 대상으
로 2017년 분양을 마쳤으며, 공동주택용지는 LH공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태영건설, 금
호산업)이 공동시행사로 택지조성을 마치고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8,272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공공분양 2,047가구(신혼희망타운 792가구), 민간분양 2,985가구, 10년 임대 226가구, 
장기임대 2,925가구(행복주택 2,313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2018-943호 고시 기준. 
별첨3 공동주택용지 이용계획 참고) 

그런데 40년 동안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가 토지공사 주택공사 시절부터 
항상 해 왔던 사업으로 누가 봐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공기업이다. 따라서 LH공사 등 공공이 택
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건설회사는 택지조성공사를 시행자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했다. 그런데 박
근혜 정부이던 2014년 LH공사는 ‘부채감축과 자본유치’를 핑계로 민간건설사를 공동사업자로 참
여시켰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안). 2014.02)

<그림1>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진행 연표

과천 지식정보타운 41만평 전체 면적의 수용가격은 평당 254만원이다. 여기에 조성비, 기반시설설
치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시킨 후 유상공급면적(21만평)으로 나눈 조성원가는 884만원이다. 수용가 
대비 3배로 대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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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준 면적(평)
공급 추정가

평당(만원) 총액(억원)
지식기반용지 조성원가 66,982 884 5,921억원

민간분양 아파트용지 감정가 59,762 2,350 1조 4,044억원

공공분양 아파트용지 감정가 21,460 2,200 4,721억원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60% 21,895 530 1,160억원

상업용지 경쟁입찰 8,408 4,700 3,952억원

기타용지 기타 28,458 1,000 2,846억원

계 206,965 3조 2,644억원

1. 강제수용한 택지 매각으로 LH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1조 4,000억 이익 추정

민간공동사업 방식은 공기업인 LH공사가 나라 주인들 토지(그린벨트 논밭 임야)의 강제수용, 사업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토건 업자인 민간은 택지조성공사 시행 및 일부 자금을 투자한다. 「과천지
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
면, 민간사업자는 매각시 매매대금을 분기별로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으며, 토지 매각대금으로 인
한 분배금이 투자비를 넘어서면 공모시 제안한 민간제안이윤율을 적용해 이익을 나눠 갖는다. 

<표1>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판매가 추정

주1) 공급기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 별표4, 
주2) 기타용지 :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유치원, 주차장, 종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3호(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승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6차 지구계획변경승인(2019.01.03)을 기준으로 택지를 판매할 경우 총 3조 
2,6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지식기반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에 과천시로 양도됐으며, 아파트용지
는 감정가, 상업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표2> 조성원가 구성 내역

총액 만원/평
(총 사업면적 기준)

만원/평
(유상면적 기준)

용지비 1조 420억 254 499

조성비

조성비용 2,223억 54 106

기반시설설치비 4,080억 100 195

계 6,300억

자본비용

자본비용 1,330억 32 64

기타 424억 10 20

계 1,754억

계 1조 8,500억 451 884

 

주)자본비용 기타 :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자료) LH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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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컨) 투자금액은?

2018년 1월 LH공사가 발주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관련 사업비 정산용역 과

업내용서」에 따르면, 대우건설(컨)의 사업비 분담금은 7,020억원, 조성비는 0원으로 사업분담금에 조

성공사비를 포함 시켰고, 택지는 S4,5,6 블럭을 수의로 받았다. 그러나 이후 S6 블록의 면적축소와 토

지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S1 블록을 추가로 수의 공급받아 총 4개 필지를 특혜공급 받았다. 

민간사업자의 최초 지분비율은 39%(7,020억원)였지만 S1블록을 추가 공급받으면서 사업비 분담금이 

증액하여 최종 투자금액은 9,3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분 비공개). 「과천 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

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민간 공동사업자는 투자지분 범위 

내에서 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투자지분 범위를 넘을 경우는 분담금을 증액하게 되어 있다.

LH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비는 1조 8,500억원이며, 용지비 1조 420억원, 조
성비 6,300억원, 자본비용 1,75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비는 조성공사비 586억(설계가 
기준, 전체 면적 기준 평당 14만원)을 포함한 조성비 2,168억, 기반시설설치비 4,070억이다. 

3조 2,600억원으로 추정되는 토지매각금액에서 1조 8,500억원의 토지조성원가를 빼면 토지판매 
수익은 1조 4,000억원이며, 공동시행자인 대우건설(컨)도 막대한 수익금을 배분받는다. LH공사는 
민간사업자 지분율을 비공개하고 있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총 사업비(1조 8,500억원)와 대우건
설(컨)의 분담금 9,300억원(추정)을 고려할 경우 투자지분률은 49%로 추정된다. 대우건설(컨)은 최
초 7,020억을 분담했지만 이후 택지를 추가로 우선 공급 투자비를 증액했다. 

<그림2> 민간사업자 투자 및 회수 구조

자료)과천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토지판매 대금은 총 3조 2,600억원으로 이중 대우건설(컨) 지분율 49%를 적용할 경우 투자금 
9,300여억원은 즉시 회수할 것이다. 투자금액이 회수된 이후는 민간제안이윤율에 따라 금액이 달
라지는데 LH공사는 민간제안이윤율을 비공개하고 있다. 만일 이윤율을 최소 5%로 적용할 경우 이
익은 330억(전체 매출액 3.3조원 중 49% 지분율에 따른 분배 1.6조. 투자비 9,300억원을 제하고 
이윤율 5% 적용), 전체 이익에 대해 지분만큼 받는다면 최대 6,700억원의 수익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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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 계약으로 확보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해 민간업자 6,300억원 수익

<그림3>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용지 수익 발생 (대지면적 기준)

대우건설(컨)은 공동사업시행자가 됨으로써 공동주택지 중 S4,5,6 블록 3필지에 대한 우선 공급 받
았다. 그리고 S6 블록의 면적축소로 S1 블록까지 추가, 총 4개 필지를 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다. 
대우건설(컨)이 특혜로 확보한 공동주택지는 S1·4·5·6블록 총 4만평이며, 평균 택지공급가는 평당 
2,300만원(S1·4·5블록 평균)으로 총 9,280억원이다. 

<표4> 대우건설(컨) 아파트 분양 수익 추정
(단위 : 만원)

구분
경실련 추정 추정

분양가

분양수익

토지비 건축비 분양가 평당 총액

분양수익 1,300 500 1,800 2,600 800 6,400억

주1) 토지비 : 토지매입비에 취 등록세 등 5% 가산 후 용적률 적용 
주2) 건축비 : 경실련 추정 적정건축비
주3) 추정분양가 : 감리자모집공고문 상 사업비 기준

대우건설(컨)은 해당 공동주택지에서 2,200가구(77,000평)를 분양한다. S4·5·6블록 감리자모집공고
문 기준 예상 분양가는 평당 2,600만원이다. (분양가심사로 변경될 수 있음). 그러나 경실련이 추
정하는 분양원가는 토지비 1,300만원 (토지 매각액 평당 2,300만원 ÷ 용적률), 건축비 500만원 등 
1,8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대우건설(컨)이 4개 블록의 분양수익은 평당 800만원, 2,200
세대 전체로는 6,300억원이며, 세대당 2억 9천만원 규모이다. 다만, S6 블록의 경우 사업지분 일
부는 70여명의 대토 지주가 보유하고 있어 추후 대우건설(컨)과 대토지주간 수익을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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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우건설(컨)은 9,300억원을 투자하고 원금과 택지 매각으로 최소 660억원(최대 6,700억원), 
수의 계약으로 확보된 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 6,300억원 등 최소 7,000억원 최대 1조 3천억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 때문인지 대우건설(컨)은 행복주택 1,500여 채(건축비 1억이면 1,500억 규모)
를 단돈 1,000원에 지어준다. 택지 공동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짓고, 공동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
업비로 LH공사가 인수해 주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관련 사업비 정산용
역 과업내용서」 확인결과 대우건설(컨)은 건설비로 1,000원을 제시한 것이다. <별첨2 참조>

3.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으로 LH공사와 민간사업자는 4,300억원 수익 나눠가져. 

5월 말 분양예정이었다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고분양가 검토로 연기된 과천 제이드자이(S9블록)
는 LH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사업시행자로 공동참여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민
간참여 공공분양 주택이다. S8블록 역시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 우선협상자를 우미린 컨소시
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상황이다. 

<표4>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 수익 추정
(단위 : 만원)

구분
적정원가

분양가

(언론보도)

분양수익

토지비

(경실련 추정)

건축비

(LH공개)
분양가 평당 총액

S-8BL 464 508 972 2,300 1,328 2,570억

S-9BL 516 606 1,122 2,300 1,178 1,770억

계 4,340억

주1) 토지비 : 조성원가에 취등록세 등 5% 가산 후 용적률 적용 
주2) 건축비 : LH공사가 공개한 도급계약 공사비

LH공사가 2018년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도급계약 공사비는 S9 블록은 평당 606만원, S8 블록
은 평당 508만원이며 언론에 공개된 분양가는 평당 2,300만원 정도이다. (별첨 참조). 그러나 민간
업자와 계약한 건축비, 조성원가와 5% 이자 비용 등을 감안 할 경우 경실련이 추정한 평당 분양
가는 S8 블록 972만원, S9 블록 1,122만원이다. 분양수익은 평당 1,300만원, 1,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S8 블록은 2,570억, S9 블록은 1,770억원 등 총 4,300억원이 예상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건축공사비 500만원과 LH공사와 도급계약한 공사비의 차액으로 추가
이득 발생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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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장

지난 40년 동안 600억 규모의 택지조성공사만 했던 민간건설업자를 공공택지의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시켜 수천억 국가이익을 챙기도록 특혜를 제공한 몸통이 누구인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4년 갑자기 민간
과 공동시행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2016년 11월 대우건설(컨)이 택지조성 공동사업자로 선정되고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LH공사가 택지를 취득, 보상, 조성공사 이외의 공사, 조성원가 산정을 담당
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컨)이 공사비를 선 투입해 조성공사를 시행한다. 이후 공
공택지 매각 시 매매대금을 분기별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 주체로 참여할 수 있
다’는 조항은 있으나, 공기업이 40년간 독점을 해 왔고 실제 참여를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박근
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를 운운하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채관리 강화라는 이유로 LH
공사 단독사업을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질시켜 공공의 이익 국가이익을 민간에 넘겼다.

과거 택지조성공사는 LH공사가 택지를 수용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했고 건설사들은 조성공
사를 도급받아 수행해 왔다. 과거와 같다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대우건설(컨)이 586억원에 
조성공사를 낙찰받고,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해 하도급 차액 이윤 및 시공이윤을 가져가는 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금융사업자도 아닌 토건 사업을 주로 해 왔던 
민간을 공공택지의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시켜 9,300억원의 지분투자를 통해 토지 매각 수익을 
배분받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애초대로라면 토지 매각 이득은 모두 공기업인 LH
공사가 얻거나 최초 분양자 등 국민에게 돌아갈 이익이었지만 민간업자가 차지할 수 있도록 특혜
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사실상 서울생활권으로 강남 주요 지구에 버금가는 입지로 토지가 미분
양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 LH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금융비가 더 
낮다. 그리고 금융사업자를 참여시키면 더 적은 이익의 분배만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9,300억원 선투자를 핑계로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7,000억원의 토지 매각·아파트 분양 이득을 준 
것은 명백한 부패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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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구조성사업의 개요

제5조(조성토지 우선 공급) ① 민간사업자는 자신의 최초 추정 투자지분 범위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건설용지는 5개 필지(S-1, S-2, S-4, S-5, 

S-6) 중 최대 3개 필지로 하며, 공동주택건설용지 최초공급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필지 수와 위치, 구체적 매매계약 시점 등은 사

업계획서의 제안내용에 따라 사업협약 체결시 확정하며,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제4장 조성토지의 

공급에 따른다. 

제4장 조성토지의 공급

제17조(조성토지의 가격 산정 등) 사용 또는 매각하는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별표2]에 따르되, 감정가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및 공공시

행자의 사내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민간사업자에게 법에 없는 택지 우선 공급을 결정한 자는 누구인가?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민간을 택지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조성토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LH공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
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민간에게 매각하는 5개 필지 중 3개 필
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으며, 실제로는 4개 필지를 수의로 공급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LH공사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특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1,2
차 유찰 이후 추가된 사항이 아니라 최초 공고부터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다. 특히 우선 공급 특혜
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범사업(김해율하2) 처음부터 제공되었던바, 이는 재벌 건설업자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으로 의심된다. 김해 율하2지구의 경우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
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선정되어 3필지를 우선 공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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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내용 비고

2003. 12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계획발표 여인국 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2005. 6
당정, 강남대체 미니시도시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예정지 후보 제시

추병직 건교부장관, 
권도엽 주택도시실장

2005. 12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동시행 기본협약 체결 과천시, 토지공사 각각 8천억씩 부담

2011. 01 토지공사 자금난으로 사업불참 통보

2011. 05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주택증가, 지원시설 축소)

세대수 3,152호 ⇒ 8,183호
사업자 토지공사
권도엽 국토부장관

2012. 01 토지공사 자금난으로 보상난항
토지보상위한 과천시의 지방채 
발행계획 행안부 반대

2012. 01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
(제4조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공동시행 허용

2012. 12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2014. 01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2014. 02
LH공사, 부채감축계획 발표
(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

공공기관 정상화대책(2013.12) 일환
(서승환 국토부장관)

2015. 05 지식기반산업용지 양도(조성원가 기준) 사업자 => 과천시

2015. 10 LH공사 패키지형 민간사업자 공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유일호 국토부장관)

2016. 11 대우컨소시엄 사업자 선정(대우, 태영, 금호) S4,5,6블록 우선공급

2017. 04 지구계획 4차 변경고시(사업자 변경 등) 강호인 국토부장관

2017. 10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평당 1,250만원)
사업자 과천시, 
용지공급 대행 경기도시공사

2018. 03
대우컨소시엄 S4 분양가 제시(평당 2,670만원) 고분양 논란으로 분양연기

S9 아파트 사업계획 변경승인(평당 2천만원) 김현미 국토부장관

2019. 05 S9 분양연기
분양가 적정한지 점검하겠다
(국토부 김현미장관)

 <별첨1> 과천지식정보타운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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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가구수 비고 시행자

계 340,286 8,272 　

S1 24,077 435 민간분양 대우건설(컨)

S2 33,004 597 민간분양 미정

S3 21,910 474 신혼희망, 10년임대 LH공사

S4 40,808 679 민간분양 대우건설(컨)

S5 36,920 584 민간분양 대우건설(컨)

S6 30,445 659 민간분양 대우건설(컨)

S7 21,409 664 신혼희망 LH공사

S8 31,961 608 민간참여공공분양 LH공사, 우미건설(컨)

S9 27,500 647 민간참여공공분양 LH공사, GS건설(컨)

S10 18,308 612 국민임대, 영구임대 LH공사

S11 20,934 846 행복주택 LH공사

S12 33,010 1,467 행복주택 LH공사

<별첨2> 과천지식정보타운 임대주택(행복주택) 사업비

자료)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관련 사업비 정산용역 과업내용서」

<별첨3>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용지 현황

자료)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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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LH 민간사업자

계 토지비 기타비용 계 공사비 기타비용

S-9BL
총액  2,946 2,035   1,744 292 910  787 123 

평당  1,961 1,355   1,161 194 606  524 82 

S-8BL
총액  3,629 2,646   2,272 373 983  881 102 

평당  1,873 1,366   1,173 193 508  455 52 

<별첨4> 과천 S8·9블록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만원)

자료)LH공사 국회 제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