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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참여형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평가방식, 밀실 심사로 소수 재벌건설사 75% 독식

-  평당 214만원 건축비 거품으로 1조 5천억 특혜 제공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
은 S6블록에 대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평당 2,205만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
가가 턱없이 낮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공사가 단독 추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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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택지개발에 2016년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1,400세대 임대주택을 지어 정부에 
매각하는 대신 S4·5·6블록을 우선 공급받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2,205만원 중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약 1,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과
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평당 508만원으로 대우건설컨
소시엄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건설사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어 노른자 위 땅 3개 블록을 우선공급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씌우려 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현황을 토대로 대형 건설사가 민간참여형 공공
주택 사업에서 얼마나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지 분석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을 완료
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은 총 27개 단지다. 이중 15개 단지는 시공능력평가 5위권의 대
형업체가 독점 수주했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사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15건, 총 사업비(6조 2,600억원)의 75%(4조 6,600억원)를 가져갔다.  

상위 5위 재벌건설사, 27개 사업 중 15건(56%) 수주…금액 기준 6조2,600억 중 4조 
6,600억(75.0%) 차지

<표1>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참여기업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수 세대수 건설사명 대지면적(㎡) 총사업비 토지비 공사비
전  체 27건 22,676 1,313,223 6조 2,600 2조 4,500 3조 8,100

시공능력 5위 
이내 컨소시엄 

15건
(56%)

16,296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948,351
4조 6,600
(75.0%)

1조 9,000
(78.0%)

2조 7,600
(72.0%)

5위 밖
12건
(44%)

6,380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계룡건설,

등

364,872
1조 6,000
(25.0%)

5,500
(22.0%)

1조 500
(28.0%)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민자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
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아 분양 
이득을 챙기는 특이한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
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시행 이유다.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후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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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택지조성공사는 LH 단독으로 시행했다. LH 주도로 민간 택지를 수용한 뒤 경쟁입
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업체가 택지조성 공사를 도급받는 형태였다. 과거와 같다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조성공사를 낙찰받아 공사 이윤만 가져갔
다. 하지만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는 LH와 공동시행자가 
되어 택지개발에 따른 이윤 뿐 아니라 공동주택 시공 및 분양 권리까지 가져가게 됐다.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사업평가 방식…4대강 턴키입찰 재탕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표2>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항목 개발계획 재무계획 가격평가 합계
배점 500 300 200 1,000

평가 
요소

기본성능강화, 디자인혁신,

제로에너지,스마트요소,

사회적가치

재무건전성,재원조달․

운용계획,

판매관리․운영계획

비고
(비율)

비계량(500) 비계량(150), 계량(150) 계량(200)
비계량(650), 

계량(350)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밀실에 숨어 얼마든 로비가 가능한 평가방식이
다. 사업자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비중은 20%에 불과하다. 4대강 사례에서 보듯 
건설사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분야가 65%를 차지한다. 건
설사마다 경험과 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실상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사업자 선정
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사업 현황을 보면, 재벌건설사 혹은 대형·중견 건설사가 서로 짝을 바꿔가며 대다수의 사
업을 가져갔다. 대우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은 인천서창2 5블록, 평택소사벌 B1블록, 세
종 2-1 M5블록 등을 수주했고,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논산내동2 C1블록, 김해율
하2 B1블록을 수주했다. 공사규모가 가장 큰 수원고등 A1블록은 대우건설·GS건설·금호
산업·태영건설 등 재벌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짰다. 이밖에도 한신공영·금성백조주택, 
금호산업·신동아건설, 코오롱글로벌·동부건설 등 중견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종시 
민감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싹쓸이했다. 4대강사업의 턴키입찰에 나타났던 방식과 유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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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명
분양 

건축비①
건설사 도급

건축비②
적정

건축비③

건축비 
차액

(①-②)

건축비 
차액

(①-③)
사업 전체 664 538 450 126 214

세종 하늘채센트레빌
(평당 최고가)

812 679 450 133 362

부당이득 추정
민감참여주택 총 분양 면적(73만평) X 건축비 차이(214만원) 
 = 1조 5,622억원

재벌건설사가 수주한 사업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체 27건 사업의 총사업비는 6조 
2,580억원 규모다. 이중 시공능력 5위 이내 업체들이 4조 6,600억원 (75%)을 수주했다. 
LH공사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1조 9,000억원이며, 대형 건설사가 투
자한 금액은 2조 7,6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건설사가 투자비용은 선분양제 소비자들이 
조달하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소비자가 공사 중에 토지
비용(LH공사가 투자하여 조성이 완료)이 포함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
제 건설사는 자신의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민간 건설사, 민간 참여 특혜 허용으로 건축비에서만 1조 5천억 수익

건설사가 LH에 제출한 건축비를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가와는 20% 가까
이 차이난다. 건설사가 LH에 제출한 평당 건축비는 27개 단지 평균 538만원이다. 하지
만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한 평당 건축비는 664만원이다. 평당 126만원 차이가 나고, 24
평 기준으로 건축비만 3,000만원 부풀려져 있다. 27개 단지의 총 공사비는 3조 8,000억
원이지만, 건설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한 건축비는 총 4조 6,800억원이다. 총 8,700
억원 차이로 1개 단지 평균으로 따지면 320억원 가량이다.

<표3> 건축비 차이로 인한 이익 추정
(단위 : 만원)

주) 분양건축비①는 27개 민간참여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의 평당 건축비
    건설사도급건축비②는 LH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현황의 평당 건축비
    적정건축비③는 LH, SH 공사비내역서 등을 통해 산출한 평당 적정 건축비

그간 경실련이 확보한 LH공사와 SH공사의 공사비내역서를 토대로한 적정 건축비는 평당 450만원으로 , 
이를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분양 건축비 664만원과 비교하면 건축비 거품은 평당 214만원이다. 27개 사
업의 총 건축비 차액은 1조 5,620억원으로 추정된다. 1개 단지 평균으로 578억원이다. 분양 건축비가 
가장 높은 사업지는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4-2 L3블록에 지어진 하늘채센트레빌이다. 분양 건축비가 평
당 81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건축비 차액만 688억원에 이른다. 

LH공사는 지난 50년간 공영개발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해 왔다. 공영개발사업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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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명 시행사 부지면적(㎡) 세대수
총 공사비
(LH 제출)

인천서창(2) 10 LH, 대림산업 49,260 835 212,294,491
대구금호 C2 LH, 삼호 30,080 602 147,017,087
양산물금 40 LH, 한양 34,514 645 157,774,658
인천서창(2) 5 LH, 대우건설, 대림산업 66,141 1,160 285,713,364
평택소사벌 B1 LH, 대우건설, 대림산업 37,662 567 164,894,020
화성동탄2 A90 LH, GS건설, 신동아건설 57,531 1,067 282,348,324
논산내동2 C1 LH, GS건설, 현대건설 47,115 770 167,967,480
하남미사 A27 LH, 대림산업 34,125 652 231,448,821
화성동탄2 A91 LH, 금호산업, 우미건설 42,542 812 211,768,032

화성동탄2 A5
LH, 계룡건설, 대우건설, 대
우조선해양건설

58,542 913 296,747,086

김해율하2 B1 LH, GS건설, 현대건설 71,538 1,245 343,250,057
행복도시 2-1 M5 LH, 대림산업, 대우건설 73,557 1,396 287,185,830

화성동탄2 A88
LH, 금호산업, 계룡건설, 신
동아건설

46,435 681 224,762,653

목포용해2 1 LH, 새천년종합건설 13,292 308 50,189,703
화성봉담2 A1 LH, 삼호, 우미건설 41,745 984 197,189,372

수원고등 A1
LH, 대우건설, GS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

201,394 3,462 1,246,664,175

부산만덕5 2 LH, 대림산업, 경동건설 64,713 348,205,615
대구옥포 A3 LH, 서한 34,855 705 126,194,938
아산탕정1 A2 LH, GS건설, 금호산업 13,703 227 66,925,329
목포백련 A1 LH, 보광종합건설 19,609 356 72,733,211
행복도시4-2 L1 LH, 한신공영, 금성백조주택 22,259 338 92,117,388
행복도시4-2 L2 LH, 한신공영, 금성백조주택 35,766 508 147,742,789
행복도시4-2 M1 LH,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19,097 318 140,600,901

행복도시4-2 M4 LH,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101,219 1,200 158,821,316

행복도시4-2 M5 LH,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32,026 612 132,531,277
행복도시4-2 L3 LH,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35,422 598 78,415,808
행복도시4-2 L4 LH, GS건설, 대림산업 29,055 499 386,592,879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이 민간 건설사와의 공동시행으로 질 좋
고 싼 주택을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이상, 공영개발에 민간 업자를 끌어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업 방식은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시민에게는 분
양가 거품만 안길 뿐이다.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끝>

별첨1)LH공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현황
별첨2)민간참여형 주택사업 평가분야 및 배점(공모지침서)

<별첨1> LH공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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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평가분야 및 배점(공모지침서)
구분(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고

개발계획

(500) 500

기본성능

강화

(200)

◦ 쾌적성 및 거주성 확보계획 : 단지배치, 주동계획(50) 비계량

◦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 계획 : 하자, 안전 관리 등(50) 비계량

◦ 수납공간계획 : 수납공간 극대화, 팬트리 계획 등(25) 비계량

◦ 인테리어계획 : 토탈 실내디자인, 마감재 고급화 등(25) 비계량

◦ 평면, 로비, 커뮤니티 시설계획 : 다양한 평면계획 등(50) 비계량

디자인

혁신

(150)

◦ 4-2생활권특화계획반영충실성 : 특화요소반영계획등(50) 비계량

◦ 공동주택 경관계획 : 경관형 주동 경관 계획 등(25) 비계량

◦ 외부 입면, 디자인 특화계획 : 입면 특화계획 등(25) 비계량

◦ 외부 공간계획 : 차별화된 옥외특화설계 등(25) 비계량

◦ 공용시설 관리 서비스 제공 등 고객 입주 서비스 : 운영계

획 등(25)
비계량

제로에너지

(50)

◦ 에너지 절감 계획 : 단열재, 창호, 고효율 기자재 등(20) 비계량

◦ 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계획(10) 비계량

◦ 에너지절약 설비, 전기 계획(20) 비계량

스마트요소

(50)

◦ 스마트폰 플랫폼 연계 계획 : App/음성비서 등(20) 비계량

◦ IoT기반 시스템 계획 : IoT주차 시스템 등(15) 비계량

◦ 에코패키지 : 공기청정시스템 등(15) 비계량

사회적가치

(50)

◦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 계획(15) 비계량

◦ 기술개발, 신기술 사용계획(10) 비계량

◦ 하도급, 자재업체와의 상생계획(15) 비계량

◦ 동반성장 계획(10) 비계량

재무계획
(300)

300

재무건전성

(150)

◦ 재무상태(40) 계량

◦ 신용도(70) 계량

◦ 사업수행 실적(40) 계량

재원조달․

운용계획

(100)

◦ 재원조달계획(50) 비계량

◦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50) 비계량

판매관리․

운영계획

(50)

◦ 사업성, 분양성 향상을 위한 계획(20)

비계량◦ 마케팅계획(10)

◦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옵션 판매·정산계획(10)

◦ 미분양주택 처리 및 활용계획(5) 비계량

◦ 유지관리계획(5) 비계량

가점 50 제로에너지 건출물 인증 계량

소계
(1차)

800
(50)

1차 평가(감점포함)에서 기준 점수 이상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선정

가격평가
(2차)

200
가격점수(200) × (최저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당해제안 민간사업자 사업비)
계량

합 계 1,000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