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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 담당
▪발신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김헌동 본부장)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김성달 국장, 장성현 간사, 02-3673-2146)
▪시행 : 2019.12.26.(총 12매)

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 위해 무엇했나?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위례신도시 공공개발업자 SH공사는 땅장사로 2,400억

벌떼입찰한 페이퍼컴퍼니는 집장사로 3,000억 수익 예상

“위례 호반써밋 송파 분양가 분석발표”
일시 : 2019년  12월 26일(목)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취지 발언 :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추가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

매입비 조성원가① 매각단가② 분양가격

744 1,130 1,950 2,420

SH공사 토지 판매 수익 : 2.9만평 X 820만원(②-①) = 2,400억원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은 오늘(12/26)부터 청약을 실시하는 위례신도시 A1-2블록
과 A1-4블록의 분양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게 매각한 공기업은 2,4
00억원을, 고분양가를 책정한 건설사는 3,000억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
사 그리고 9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극히 소수 자산가와 투기꾼의 놀음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에 경실련은 똑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3기 신도시를 전면 중단하고, 공급방식을 전면 개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오늘 청약을 실시하는 A1-2, A1-4블록은 2016년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인 SH공사가 민간건설
사에게 매각한 토지다. 당시 SH공사는 평당 조성원가로 1,130만원(매입비 744만원)을 투입했다
고 밝혔다. 민간업자에게는 1,950만원에 되팔아, 서류상으로만 평당 820만원, 총 2,400억원(A1-
2·4블록 2.9만평)의 수익을 거뒀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2블록 모두를 제비뽑기로 추첨받았다. 2필지 모두 실
제 낙찰받은 계열사가 아니라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공급한다. 자회사를 동원해 택지를 확보한 
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호반건설은 건축비를 평당 1,000만원까지 부풀려 
건축비에서만 3,0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1,000만원 건축비 중 간접비와 가
산비가 48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데, 과거 위례에서 공급된 A1-11블록은 107만원에 불과해 
370만원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직접공사비는 단 60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제 공사에 투
입되는 직접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풀리기 쉬운 간접비와 가산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
다.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되는 공공택지와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표> 토지비용 변화

(단위 : 만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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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위례 A1-2, A1-4 분양원가 분석

<그림> 위례신도시 아파트 및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 비교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확장시켜 공급을 늘려 강
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며 2기 신도시 중 위례(송파거여)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위례신도시 토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 진행 
중이다. 강제로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되파는 개발방식으로 인해 신도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은커녕 시행주체인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재벌건설사들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로또택지’를 사들이고, 직접시공하지도 않으면서 건축비만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
다.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고, 당첨되면 ‘로또아파트’라 
불리는 상황이 됐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SH공사가 공동시행한다. SH공사의 지분은 25%이다. 이중 오늘부터 청약예정
인 ‘호반 써밋 송파’는 SH공사가 매각한 택지다. 이에 경실련은 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분석, SH공
사와 건설사가 챙기는 수익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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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 조성원가① 매각단가② 분양가격

744 만원 1,130 만원 1,950 만원 2,420 만원

SH공사 토지 판매 수익 : 2.9만평 X 820만원(②-①) = 2,400억원

1. 토지비용 부풀리기 : 공기업이 챙긴 수익 2,400억 

○ A1-2(689가구), A1-4블록(700가구)은 2016년 7월 SH공사가 공급한 토지. 건설사들이 입주자모
집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 평당 1,200만원으로 용적률을 고려할 경우 토지 평당 2,420만원임

 
○ 위례신도시는 남성대 골프장, 국군체육부대 등 국방부가 7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가

보상 요구로 협상이 길어지다, 2011년 국무총리실 중재로 합의됨. 

○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조성원가는 용지 구입 744만원에 조성공사비, 기반설치비, 관리비, 
자본비 등이 포함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

  <표1> 토지비용 변화 (평당)                                

○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입찰이 진행된 공급가격은 1,950만원임. 이는 주변의 토지시세 4천만원
에 비해 절반수준의 가격. 2016년 7월 주변 아파트 시세는 평당 2,300만원으로, 건축비를 
제하고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토지시세는 약 3,800만원 수준임. 

○ 이를 적용한 2.9만평의 당시 적정 시세는 1조원. 그러나 2016년 SH공사가 공급한 토지가격
은 A1-2(15,000평) 2,760억원, A1-4(14,000평) 2,950억원 등 총 5,700억원임. 매각가격이 
평당 1,950만원으로 조성원가보다 평당 800만원이 비싸지만, 주변 시세 가격보다는 4,000억
원이 낮은 헐값 매각.

○ 조성원가와 매각가격 차액 2,400억원은 SH공사 토지판매 수익임. 만일 공공택지를 민간건설
사에게 매각하지 않았다면 막대한 자산이 증가했을 것임. 

○ 건설사들은 2,420만원(대지면적 기준)에 소비자에게 분양함(분양면적 기준 1,200만원).

2. 건축비용 부풀리기 : 건설업자 수익 추정 3,000억 (건축비용에서만)

○ 위례 A1-2블록의 분양 승인된 건축비는 평균 1,002만원. A1-4블록은 1,040만원으로 전체 평균 
1,020만원. 정부가 정한 법정 건축비는 2019년 9월 기준 651만원. 이번에 공급되는 A1-2, A1-4
블록의 경우 85㎡초과 중대형 평형으로 이보다는 기준금액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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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례지구 위례

송파장지 강남세곡
A1-2 A1-4 평균 A1-11

직접

공사비

토목 42 43 42 25 40 33
건축 312 315 314 278 224 285

기계설비 45 45 45 60 39 62
전기, 소방, 정보 68 69 69 88 44 62
일반관리비 등 72 71 72 30 2 12

직접비 계 539 543 541 481 349 454
간접비 234 248 241 70 32 52
가산비 229 247 238 37 15 45

건축비 계 1,002 1,039 1,020 588 398 551
분양일 ‘19.12 ‘19.12 ‘19.12 ‘11.11 ‘08.03 ‘10.12

○ 평균 건축비는 평당 1,020만원이며, 직접공사비 541만원, 간접공사비+가산비가 479만원. 

○ 2011년 위례에서 공급된 A1-11블록의 경우 건축비가 588만원으로 이번 분양한 호반 써밋 송파
의 건축비는 2배 수준. 특히 건축비에서도 간접비의 부풀림이 매우 심각. 직접비는 A1-11블록 
480만원 대비 호반 써밋은 540만원으로 평당 60만원 높음. 그러나 간접비는 호반 써밋 (241만
원)이 A1-11(70만원)의 3.4배이고, 가산비용은 6.4배(호반 써밋 238만원 vs. A1-11 37만원).

<표2> 위례신도시 아파트 및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 비교

(단위 : 만원)

○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던 송파 장지지구에서 분양
한 건축비는 400만원이고, 이명박정부 때 공급한 강남세곡 건축비는 550만원. 강남권의 건축비와 
같은 위례도 이명박정부 때는 590만원. 따라서 호반써밋 건축비는 송파장지 대비 간접비는 7.5
배, 가산비는 16배나 됨.

○ 건축공사비는 건자재 생산업체(외국산 포함)에서 자재를 구입해 하청기업이 임시 고용하는 일당
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절반 이상)가 구매한 자재를 조립하는 비용. 
간접비용은 설계와 감리 등 직접 공사비용 이외의 비용이고, 가산비용은 내용을 알 수 없음. 국
토부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때 함께 도입한 기본형 건축비가 이처럼 깜깜이 공개로 공사
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심사위원들이 주택업자가 제출한 분양가 

승인요청 내역을 세밀히 검증해야 함. 또한 공사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설계비용과 감리비용 등
의 가산비용을 승인권자가 철저하게 검토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함. 하지만 정부는 서민주거 안
정을 위해 세금으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조차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실련은 
2019년 현재 SH공사와 L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임. 분양가 검증에 꼭 필요한 자료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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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정한 설계내역과 건설업자와 계약한 도급내역‧하청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함.  

○ 그간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입수한 SH공사‧LH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 적정 건축비는 평당 
450만원 수준. 호반써밋의 경우 중대형 평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해 평당 500만원을 적정
건축비로 보고 수익을 추정함. 

<표3>A1-2, A1-4 건축비용 거품 추정
(단위 : 만원)

적정건축비 분양건축비 차이 분양면적 건축비 이익

500 1,020 520 5.8만평 3,010억

-중대형은 VAT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함을 고려 500만원으로 계상

○ 분양건축비와 적정건축비의 차액은 평당 520만원이며, 분양면적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거품이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1> 위례신도시 아파트 및 보금자리아파트 건축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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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수 면적
공급가격 총액

개수 비율 평 비율
전체 473 6,178,140

상위 5대 건설사 142 30.0% 1,962,306 31.8% 10조 5,666억원
중흥건설 47 9.9% 722,468 11.7% 3조 928억원
호반건설 44 9.3% 565,366 9.2% 3조 1,419억원
우미건설 22 4.7% 289,841 4.7% 1조 8,539억원
반도건설 18 3.8% 237,753 3.8% 1조 7,296억원
제일건설 11 2.3% 146,876 2.4% 7,485억원

3. 공정한 입찰질서 무너트리는 벌떼투찰 문제

○ SH공사가 실시한 공공택지 입찰에 A1-2블록은 200개 업체가, A1-4블록은 19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음. 

○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A1-2와 A1-4를 낙찰받은 업체는 각각 베르디움하우징(주)과 ㈜호반건설주
택. 2개 업체 모두 호반 계열사임. 최근 조사 결과, 호반 계열사들은 일명 벌떼투찰로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 지난 8월 경실련과 서울신문이 ‘LH공사 공동주택용지 건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수의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30%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낙찰 받았음(조만간 검찰 고발 예정). 

○ 공공택지를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는 중흥, 호반, 반도, 우미, 반도, 제일건설 순으로,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 30%에 달함.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 중 
196만평, 32%이며, 금액으로는 총 10조 5,700억원임. 

<표4> 10년간 공공택지 매입 상위 5개 건설사 현황

주) 필지수와 면적 비율은 전체필지수와 면적대비 비율

○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계열사이며, 베르디움하우징(주)는 호반건설산업(주)에 2017년 12
월 흡수 합병됨. 호반건설산업 역시 호반건설의 계열사임. 

○ A1-2와 A1-4블록 아파트를 실제 분양하고 시공하는 곳은 호반건설로, 자회사를 동원해 택지를 
확보한 후 합병 등을 통해 호반건설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추정됨. 

4. 소결

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 1) 토지강제수용권한 2) 토지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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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3) 토지독점개발권한 등을 이용하여 국민의 땅을 확보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미명 하
에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훼손했다. 이렇게 개발한 소중한 토지자산을 국가가 보유하지 않
고, 제비뽑기방식 추첨입찰로 민간주택업자에 되팔았다. 강제수용한 조성원가보다 수천억원 비싸게 
되팔았지만, 민간업자는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공공택
지에서 민간업자는 건축비를 부풀려 수천억원 ‘로또’를 챙겼다. 

민간업자는 제비뽑기식 낙찰방식의 허점을 파고들어,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수십 개의 위장 계
열사를 동원해 공정한 입찰 질서를 파괴했다. 민간업자는 헐값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후 분양가를 
부풀려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적정가격에 분양되어 주
변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바가지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을 자극하며 집값을 
폭등시키는 부작용만 유발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추진 된 2기 신도시 10여개 수도권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제2의 강남을 만들고 1,000
만원대 강남아파트값을 800만원대로 낮추겠다며 추진했던 판교신도시도 실패했다. 2009년 추진한 
이명박정부의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역시 초기 3년은 나름 효과가 있었으나, 박근혜정부가 공공택지
를 민간에 매각하여 공공택지는 토건업자의 먹잇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 지난 주 청약이 진행된 강남구 수서희망타운은 공공분
양아파트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에 비해 2배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만 막대한 이윤을 가져
가게 됐다. 이번 위례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공기업과 
주택업자를 위한 도박 상품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
도시 전면중단 ▲강제 수용한 토지의 민간매각 금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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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가) 정부가 정하는 표준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현황 (분양가상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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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공개한 건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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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년 경실련이 분석했던 위례 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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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남과 서초에 분양한 SH공사와 LH공사 공공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