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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속였던 SH공사, 왜 분양원가 근거 감췄나?
법원에서 “마곡 원가자료 분실했다” 법원과 국민 속여, 거짓 밝혀져
사법부와 서울시민을 속인 서울시와 SH 관계자 검찰 고발 등 검토

서울시장은 분양원가 소송자료 고의은폐 조사하고 처벌하라!

일시: 2021년 3월 4일(목) 오전 11시
장 소: 경실련 강당

- 공동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자료 은폐의혹 규탄
       ◈ 취지 및 배경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 : 백혜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선/경실련 정책위원)
       ◈ 발언 :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 향후 대응 등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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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을 속이고 [2020년 2월 7일 박원순 서울시장 경실련과 만남에서 분양원가공개 정보공개 
소송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 시민을 속인 SH공사가 경실련과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분실했다’라는 허위문서 제출과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인 것이 밝혀졌다. 경실련은 SH공사의 분양원가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해 강력
히 규탄하며, 위증과 고의적 조직적 은폐 등의 여부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오세훈 전임 시장 때 공개했던 분양원가, 박원순 시장 이후 비공개되며 건축비 크게 상승
참여정부 당시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9월 25일 ‘대시민발표문’을 
발표하고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적용, 80% 완공 후분
양 등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7년 4월 장지, 발산 지구의 분양원가 및 분양가, 분양수익 등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하지만 이때도 분양원가를 검증할 수 있는 SH공사 등이 공공사업에서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설계도서의 일부인 설계내역서, 건설사와 계약한 도급계약 내역, 하도급 내역 
등의 세부 공사 내용을 SH공사가 정보 자료 공개를 공개거부 하였다. 이에 경실련이 2008년 2
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9월 최종적으로 원가공개 판결을 받았고, 2010년 2월에 상암, 
장지, 발산 등 15개 단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의 세부자료를 법원은 공개하라 
판결했고 따라서 모든 자료가 공개됐다. 

<그림> 서울시 공공아파트 건축비 변화

자료 : SH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하지만 SH공사는 사법부의 공개판결 이후에도 다른 단지에 대해 원가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011년 박원순 시장 이후로는 이전과 달리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았고, 분양가도 이전의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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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12개로 축소해서 공개했다. 원가공개 후퇴 이후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평
당 건축비는 2010년 440만원 (세곡)에서 2011년 평당 538만원 (우면2-1), 2012년 평당 701만원
으로 크게 상승했다.

2020년 분양원가공개 소송, SH공사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자료분실 주장하며 비공개
SH공사가 2012년 이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후퇴로 분양 가격(건축비)이 큰 폭으로 상승했
고, 경실련은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 분양원가 세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지난 2009년에도 경실련은 상암,장지,발산 등 15개 단지의 분양원가 세부자료(설계
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2009년 9월 18일 최종 승소하
여 SH공사로부터 원가자료를 공개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SH공사는 박원순 서울시장(2020년 2월7일 확인)과 시민을 속였고, 2009년 9월 사법부의 판결 
이후 또 2017년부터 정보공개를 거부, SH공사는 비공개 처분하였다. 경실련은 2019년 7월 행정
소송을 제기, 2020년 4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9년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승
소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SH공사가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를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요구한 원가자료는 법에 따라 반드시 만들어
져 공사가 완료된 이후 50년 이상 영구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이고 문서이고, 관련법에 따
라 발주자인 SH공사가 반드시 보관해야 할 행정문서였다. 현재 분양원가공개 관련 소송은 항소
심이 진행 중이다. 

분실했다던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원가자료 국회에 제출, 원가자료 고의적 은폐 의심
SH공사는 지난 2월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마곡 분양원가 자료 중 마곡 15단지 설
계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곡 15단지 설계 내역은 SH공사가 자료 부존재로 공개할 수 없다
고 주장했던 원가자료이다. SH공사는 2019년 12월 24일 자료 부존재를 주장했고, 1심판결 이후 
항소심 때는 2020년 12월 22일 준비서면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 사무실 이전(외부⇒본사) 
중 분실 추정’이라는 내용의 서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2달여 지난 2021년 2월 15일 의원
실에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SH공사가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등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원가자료를 숨기고 사법부와 시
민을 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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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발산지구와 마곡지구 분양가 비교
(단위: 천원, 평당)

구분 발산4단지 마곡15단지 마곡9단지

분양면적 25평(전용 59㎡)

분양가공개일 2007.08.31 2013.08.30 2020.02.26

평당 분양가 598만원 1,218만원 2,001만원

택지비 232만원 650만원 1,152만원

건축비 366만원 568만원 849만원

비고 - 발산4지구의 2배
발산4지구의 3.3배
마곡15단지의 1.6배

자료 : SH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경실련 허위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 관계자 검찰 고발 등 책임 물을 것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
고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는 원가자료를 고
의로 은폐하고 사법부와 서울시민을 속인 것까지 발각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지금처럼 공기업 본분을 망각한 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료 은폐까지 저지르는 SH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다. 특히 강제수용, 독점개발, 용도변경 등 3대 특권을 남용하여 배만 불리는 부도덕한 땅장사, 
바가지 분양 종식을 선언해야 한다. 아울러 이후부터는 지난 10년간 분양원가를 포함한 SH공사 
아파트의 모든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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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별첨1> 분양원가공개 진행 경과 

- 2006.09.25. 오세훈 서울시장 은평뉴타운 고분양 관련 [대시민발표문] 발표               

(서울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80% 후분양 등 정책 수정)

- 2007.04.26. 서울시 장지, 발산 분양원가 공개( 평당 발산 560만원, 장지 760만원, 분양수익)

- 2007.10.08. 경실련 서울시 상암, 장지, 발산 15개 단지 원가 세부내용(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 대비표) 정보공개청구

- 2007.11.20. SH공사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 2008.02.18. 경실련 행정소송 제기

- 2008.10.15. 경실련 승소

- 2008.11.04. SH공사 항소 제기

- 2009.09.18. 경실련 승소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 2009.10.    SH공사 상암, 장지, 발산 등 원가 세부 자료 공개 

- 2010년 이후 서울아파트값 거품이 빠졌다가, 2016년 이후 분양가 부풀리기 심각해졌음 

- 2017년부터 2018년 SH공사에 분양원가 세부자료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

- 2019.04.04. 경실련 서울시 마곡, 세곡 등 원가 세부내용 다시 정보공개청구

- 2019.04.14. SH공사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 2019.07.25. 경실련 S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2019.12.24. 마곡15단지 설계내역 등 일부 자료 찾을 수 없다고 주장(SH공사 준비서면 중)

- 2020.04.06. 경실련 일부승소(재판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 일부 자료 각하)

- 2020.04.17. 경실련, Sh 공사 각각 항소

- 2020.12.22.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 분실 주장(항소심 이후 SH공사 준비서면 서증 제시)

- 2021.02.15. SH공사 하태경 의원실에 마곡지구(1~15단지) 설계내역서 등 원가 세부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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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SH 분양원가 정보공개 판결문 중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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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SH공사 제출 준비서면 중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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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SH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공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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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1> SH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마곡15단지 분양원가(설계내역) 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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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2> SH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마곡15단지 분양원가(설계내역) 자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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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발산4단지 분양가 공개자료(20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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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 마곡1차. 15단지 분양가 공개자료(2013.8.30)



- 15 -

<별첨8> 마곡3차. 9단지 분양가 공개자료(2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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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9>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가 및 분양원가 공개현황
(단위: 천원, 평당)

연도 지구
분양원가 분양가 비고

소계 토지비 건축비 소계 토지비 건축비

2007 발산2 5,627 2,287 3,340 6,897 3,389 3,508
전용 84

2008 장지5 7,260 3,326 3,934 11,603 7,471 4,132

2009 강일 7,319 3,709 4,184 7,606 4,683 2,924 전용 59

2010 세곡 12,807 8,405 4,402

2011 우면2(2) 14,672 9,296 5,376

2012 우면2(1) 비 16,718 9,705 7,013

2013 마곡1차 12,286 6,620 5,666 전용 84

2014 내곡 11,916 4,996 6,920

2015 마곡2차 공 15,137 8,560 6,577

2016 오금1 15,781 10,121 5,660

2017 오금2 16,738 10,032 6,706

2018 항동 개 11,679 4,597 7,082

2019 고덕강일 17,566 10,025 7,541 전용 59

2020 마곡3차 18,942 10,989 7,953 전용 84

자료 : SH가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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