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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조 1천억 폭리
가구당 오세훈 5년 0.5억, 박원순 9년 1.1억, 2배로 폭리 규모 높아져

지구별 폭리 마곡지구 4,600억, 가구당 폭리 위례 2.2억으로 최고 
2012년 원가공개 축소, 2015년 택지비 감정가 적용하며 분양거품 키워
강제수용 공공택지 한 평도 매각 말고 건물분양, 장기공공주택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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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 분석결과 SH공사의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 1천
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간 3만 9천 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천만
원 씩 바가지를 씌운 결과이다. 

이번 분석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양수익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
한 수익이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
익을 추정하였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하여 평당 450만원~600만원 까지 차등 적용하였다. 

분양수익은 3.1조, 가구당은 오세훈 0.5억원 vs 박원순 1.1억, 2배로 높아져

[표] 2007년 이후 SH공사 추정 분양수익
 (단위: 호)

구분
오세훈(‘07~’11.8) 박원순(‘11.10~’20) 전체

60이하 60초과 계 60이하 60초과 계 60이하 60초과 계

세대수 3,403 19,232 22,635 5,795 10,787 16,582 9,198 30,019 39,217

분양
수익

만원
/호 -280 6,270 5,290 14,270 9,690 11,290 8,880 7,500 7,820

억원 -95 1조2,066 1조1,971 8,267 1조452 1조8,719 8,172 2조2,518 3조690

 자료 : SH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분양가 공개서‘ 자료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2006년 9월 25일 오세훈 시장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80% 후분양’ 3종 세트를 선언한 이후 2007년 4월 ‘발산 장지’지구부터 공개됐다. 이후 
2020년 말까지 27개 지구에서 39,217세대가 분양됐고, 분양 수입은 총 15.5조이다. 그리고 SH
가 스스로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4조로 3조 1천억원 규모
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매우 심했다. 2007년부터 2011
년까지 5년 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에 22,635세대가 분양됐으며 분양이익은 1조 1,971억, 가구당 
0.5억이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28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0.6억 이익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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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0년 박원순 시장 9년 동안은 16,582세대가 분양됐다. 분양수익은 1조 8,719억
원, 가구당 1.1억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1.4억원, 중
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1.0억원 이익이 발생했다. 오세훈 시절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
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중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
경하며 택지비를 부풀렸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때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

지구별로는 마곡,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수익 가장 많이 발생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 가구당 평균 1.1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두 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2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가구당 수익
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 2.2억, 오금지구로 호당 1.9억원이 예상된다. 

[그림] SH 아파트 분양가 비교

마곡지구 길 하나 건너 발산과 위례신도시는 바로 옆 장지지구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
다. 발산지구는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동으로 인근 발산지구 분양가는 마곡지구
가 발산지구의 3.3배로 높다. 마곡지구는 동일지구 내 단지별로도 마곡 15단지(2013년 분양)는 평
당 1,218만원, 마곡 9단지(2020년 분양) 2,001만원으로 크게 차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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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H는 분양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변명하지만, SH의 투입원가인 조성원가는 발산 평당 
555만원, 마곡 평당 1,069만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만일 마곡지구도 발산지구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의 95%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적정건축비(평당 600만원)를 적용했다면 평당 1,133만원1)

에 분양 가능했다. 장지, 위례의 위치도 각각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으로 바로 옆이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장지 11단지 1,106만원, 위례 2,000만원으로 위례가 1.8배나 된다. 위례도 장지처럼 조
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적정건축비(평당 600만원)를 적용했다면 평당 1,200만원2) 이
하로 분양 가능했다. 

이처럼 오세훈 시장 시절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하고, 건축비도 투입원가 기준으로 책
정해오던 것을 박원순 시장의 원가공개 거부,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등으로 분양거품
이 잔뜩 생기면서 SH공사의 부당이득만 키웠다. 

SH공사가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자산이 증가 되는지 살펴봤다. 
2021년 2월 기준 KB 부동산통계 제공 서울아파트 평균값은 10.8억원이며, 분양세대(39,217세대)
에 적용할 경우 자산은 무려 42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분양수익의 14배이다. SH공사는 
부채감소와 임대주택 사업비 보전을 위해 아파트 분양과 택지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팔
지 않고 보유할 경우 14배 자산이 증가하는 등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처럼 얼마든지 투입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여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 
건물만 분양하면 공공주택도 증가하고 서민들은 2억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공공주택사업
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는 2019년부터 모든 
원가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만큼 서울시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울시장 후보
들도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 개혁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끝.

2021년 3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마곡 토지비(전용 59㎡) = 토지조성원가(평당 1070만원)× 용적률(220.73%) + 금융이자비용 등(10%) = 533만원
2) 위례 토지비(전용 59㎡) = 토지조성원가(평당 1,130만원)×용적률(212.88%) + 금융이자비용 등(10%) = 5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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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SH공사 아파트 분양수익 추정

Ⅰ 분석 개요

1.1 분석 배경

◦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6억에서 11억으로 5억원, 80% 상승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5번 투기 조장 대책의 영향이 크다. 또 서울시 산하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고분양가 바가지 씌우기 등 책임도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 고덕 강일, 마곡 등
의 신도시와 공공택지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린 분양가를 책정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챙긴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기초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
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다. (2021.03.04. 경실련 보도)

◦ 지난 15년 장기공공주택 재고량도 늘지 않았다. 경실련 조사결과 SH 공사가 보유한 저렴한 임
대료로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공공주택의 재고는 10.1만호에 불과했다. 반면 전세임대, 매
입임대 등 가짜 짝퉁 공공주택을 늘리는 등 SH공사 본연의 역할인 공공주택 확대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 땅장사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높은 분양가로 바
가지를 씌워 부당이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 하지만 최근 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
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3대 특권을 보유한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에 
지금이라도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늘리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1.2 분석 방법

◦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
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

◦ 분석대상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내 39,217세대
◦ 분양원가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임. 

박원순 시장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SH공사가 분양원가를 비공개하여 경실련 추정치 적용
◦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는 토지비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110%이고, 건축비는 평당 450만원~ 6

00만원 까지 분양 시기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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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1. 오세훈 가구당 0.5억, 박원순 가구당 1.1억 평균 0.8억 추정이익 3조1천억

[표] 2007년 이후 SH공사 추정 분양수익
 (단위:호)

구분
오세훈(‘07~’11.8) 박원순(‘11.10~’20) 전체

60이하 60초과 계 60이하 60초과 계 60이하 60초과 계

세대수 3,403 19,232 22,635 5,795 10,787 16,582 9,198 30,019 39,217

분양
수익

만원
/호 -280 6,270 5,290 14,270 9,690 11,290 8,880 7,500 7,820

억원 -95 1조2,066 1조1,971 8,267 1조452 1조8,719 8,172 2조2,518 3조690

 자료 : SH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분양가 공개서‘ 자료

◦ 2006년 서울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으로 비판에 직면한 오세훈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80% 완공 후분양 등의 공공아파트 개혁정책을 발표함. 2007년 4월에는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발산2·장지10·장지11단지 755세대의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함. 전
용 84㎡인 발산2단지의 경우 분양원가 평당 563만원, 분양가 평당 690만원으로 평당 127만원
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힘

◦ 이렇게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1년 8월까지 분양된 아파트 중 상당수는 분양원가, 분양수익 등
을 공개함. 하지만 원가공개를 반대한 SH공사는 2010년부터는 원가와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분양가는 평당 690만원(발산2단지)에서 평당 2천만원(마곡9단지)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막대한 수익이 예상

◦ 2007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SH가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총 27개 지구 39,21
7세대임. 오세훈 시장 시절 22,635세대, 박원순 시장 시절 16,582세대

◦ 분양원가는 SH공사가 오세훈 시장 시절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치를 적용하고, 비공
개한 경우 경실련 추정치를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분양수익은 3조 690억원인 것으로 추정됨. 
한 채당 평균 8천만원 바가지 씌워 분양

◦ 특히 분양원가 공개도 안하고, 분양가 공개도 기존 61개에서 12개로 축소된 박원순 시장 이후 
분양수익이 크게 증가함. 오세훈 시장 시절 분양수익은 1조1,971억원, 한 채당 0.5억원임. 전용 
60㎡ 이하의 경우 원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며 한채당 28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전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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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에서는 0.6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음. 소형 평형을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련
법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90~95%로 책정했고 건축비도 80% 후분양
하며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거품없이 책정했기 때문

◦ 박원순 시장 시절 분양수익은 1조8,719억원, 한 채당 1.1억으로 오세훈 시장의 2배로 커졌음. 
규모별로는 전용 60㎡ 이하에서 한 채당 1.4억, 전용 60㎡ 초과에서 한 채당 1.0억원의 수익이 
발생, 소형아파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6
0~85 이하 2013년 8월 변경, 60 이하 2015년 9월 변경)로 변경했기 때문임. 오세훈 시장때 자
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은 것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

2. 27개 지구 중 마곡 4600억, 위례 3,700억으로 수익 가장 많이 발생

 [표] SH공사 지구별 추정 분양수익(상위 5위)
 (단위 : 억원)

지구별 세대당

지구명 전체 세대당 분양시기 지구명 세대당 전체 분양시기

1 마곡 4,601 1.1 ‘13.9~’20.2 위례 2.2 3,708 ‘20.11

2 위례 3,708 2.2 ‘20.11 오금 1.9 786 ‘16.12~’17.6

3 은평3 3,030 1.1 ‘09.12-’14.2 고덕강일 1.8 2,925 ‘19.8~’20.6

4 고덕강일 2,925 1.8 ‘19.8~’20.6 우면2 1.6 1,496 ‘11.4~12.12

5 장지 2,639 0.9 ‘07.4~’10.7 세곡 1.5 880 ‘10.9~’11.4

5위 
평균 3,380 1.8

전체 
평균 1,137 0.8

 자료 : SH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분양원가 자료

◦ 2007년 이후 분양한 지구는 총 27개 지구이며, 이중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추정 분양수익은 4,601억. 한 채당 평균 1.1억원 수익 발생. 두 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
익은 3,708억원이며, 은평3 3,030억, 고덕 강일 2,925억원, 장지 2,639억원으로 높음

◦ 한 채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신도시로 호당 2.2억원 수익이 예상. 두 번째로는 오금
지구로 호당 1.9억원 예상되며, 고덕강일 1.8억, 우면2 1.6억, 세곡 1.5억원으로 높음

3. 분양원가 땅값 올리고, 건축비 부풀리고, 부당이득 감추려 분양원가조차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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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H공사 분양가 비교
 (단위 : 만원/평)

전용 60㎡ 이하 전용 60~85㎡

발산4 마곡9 차액 장지11 위례 A1-5 차액

위치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구 마곡동 송파구 장지동 송파구 거여동

분양시기 2007.8.31 2020.2.26 2007.4.26 2020.11.19

분양가 599 2,001 3.3배 1,106 2,000 1.8배

토지비 233 1,152 4.9배 688 1,228 1.8배

건축비 366 849 2.3배 418 772 1.8배

분양원가 583 (1,133)1) 1.9배 777 (1,184) 1.5배

수익 16 (868) 54.3배 329 (816) 2.5배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공개 비공개

토지비 기준 조성원가 95% 감정가 조성원가 110% 감정가

토지보상비 377 632 586 744

조성원가 555 1,070 803 1,130

주1) (  )는 SH공사가 원가와 수익을 비공개하여 경실련 추정한 분양원가와 수익임

◦ 수익이 많이 발생한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는 바로 옆에 발산, 장지지구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음. 발산지구는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동으로 인근에 위치. 그런
데도 분양가는 마곡지구가 2001만원, 발산지구 599만원으로 마곡이 발산의 3.3배나 됨. 마곡지
구는 동일지구 내 단지별로도 분양가 차이가 크게 나타남. 전용 59㎡ 기준 2013년에 분양한 
마곡 15단지 분양가는 평당 1,218만원이데 2020년 분양한 마곡 9단지는 2,001만원

◦ 이에 대해 SH는 분양 시기의 차이가 있다고 변명하지만, SH의 투입원가인 토지수용비가 발산
지구 평당 375만원, 마곡지구 평당 632만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설득력이 없음. 조성원가
는 발산 평당 555만원, 마곡 평당 1,070만원임. 만일 마곡지구도 발산지구와 동일하게 조성원
가의 95%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적정건축비(평당 600만원)를 적용했다면 평당 1,133만원3)에 
분양 가능. 특히 마곡지구는 택지수용가, 조성원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마곡 9단지가 15단
지 분양가의 1.6배나 됨

◦ 장지, 위례도 각각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으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음. 하지만 분양가는 장지 
11단지 1,106만원, 위례 2,000만원으로 위례가 1.8배. 수용비는 장지가 평당 586만원, 위례 74
4만원으로 158만원 차이에 불과. 위례도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적정건축비(평
당 600만원)를 적용했다면 평당 1,2004)만원 이하로 분양 가능했음

3) 마곡 분양평당 토지비 = 토지조성원가(평당 1070만원)× 용적률(220.73%) + 금융이자비용 등(10%) = 533만원
4) 위례 분양평당 토지비 = 토지조성원가(평당 1,130만원)×용적률(212.88%) + 금융이자비용 등(10%) = 5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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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SH공사는 택지비와 건축비 모두 실제 원가보다 잔뜩 부풀려 소비자에게 바가지 분양했
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함

4. 아파트를 안 팔고 보유했다면 공공주택 4만호 늘고, 시민 자산도 40조원 늘었을 것

 [표] SH공사 지구별 추정 분양수익(상위 5위)
(단위 : 호, 원)

구분 분양세대 서울아파트 평균가격1) 자산 추정

27개 지구 39,217 10억 8,000만 42조 3,540억
분양수익(3.1조)의 

14배

주 : KB 국민은행 발표, 2021년 2월 기준 

◦ 만일 민간에 팔지 않고 지금 보유하고 있었다면 서울시민 자산은 얼마나 늘었을까? 국민은행이 
발표한 2021년 2월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은 10억 8천만원. 이를 분양세대 전체로 확대하
면 약 42조 3,540억원. 이는 SH 분양수익(3조690억)의 14배에 해당

◦ 결과적으로 팔지 않았다면 서민 위한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의 공공주택 4만호와 함께 서울시
민의 자산도 42조원 늘어날 수 있었음

[별표 1] 공공주택 택지비 공급기준 변화

사업
전용 60㎡ 이하 전용 60~85㎡

06~15.9 ~16.10 ~현재 06~11.3 ~13.8 ~14.5 ~14.9 ~15.9 ~현재

택지개발
촉진지구 조성원가 95% 감정가 조성원가 110% 감정가

공공주택
지구

조성원가 
90% 감정가 조성원가 

110%

조성원가 
120%>
감정가

감정가
조성원가 
110%>
감정가

감정가

도시개발
사업 감정가(이하) 감정가(이하)

자료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도시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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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구별 분양수익 추정

지구명 세대수
분양수익(억원)

분양시기
전체 세대당

1 마곡 4,336 4,601 1.1 ‘13.9~’20.2

2 위례 1,676 3,708 2.2 ‘20.11

3 은평3 2,863 3,030 1.1 ‘09.12-’14.2

4 고덕강일 1,579 2,925 1.8 ‘19.8~’20.6

5 장지 2,857 2,639 0.9 ‘07.4~’10.7

6 세곡2 1,833 2,295 1.2 ‘13.7~’14.11‘

7 강일 2,278 1,131 0.6 ‘08.10~’10.9

8 내곡 2,214 1,838 0.8 ‘13.4~’14.7

9 우면2 905 1,496 1.6 ‘11.4~’12.12

10 항동 1,316 1,265 1.0 ‘18.5~’18.9

11 신정3 1,035 900 0.9 ‘10.12~’11.2

12 세곡 569 880 1.5 ‘10.9~’11.4

13 발산 2,672 840 0.3 ‘07.4~’08.5

14 오금 404 786 1.9 ‘16.12~’17.6

15 강일2 718 658 0.9 ‘10.9

16 마천 539 561 1.0 ‘10.9~11’2

17 상암2 684 516 0.7 ‘10.9

18 은평1 2,815 383 0.1 ‘07.12

19 천왕 719 223 0.3 ‘11.1

20 상계 228 157 0.7 ‘15.5

21 신정4 140 108 0.8 ‘15.9

22 신내3 1,335 98 0.1 ‘13.6~’14.2

23 은평2 3,511 62 0.02 ‘07.12~’09.11

24 신내2 359 59 0.2 ‘09.7

25 구산 56 -47 -0.8 ‘08.10

26 천왕2 521 -200 -0.4 ‘13.6

27 상계장암 1,055 -404 -0.4 ‘09.4

합계 27개지구 39,217 30,69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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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SH공사 분양수익 추정(위례 A1-5, 1-12)
(단위 : 만원/평)

위례 A1-5, 1-12 분양가 적정원가
차액

평당 30평 전체

분양가

토지비 1,234 650 584

건축비 747 600 147

계 1,981 1,250 731 2.2억 3,708억

주1) 위례 적정원가 중 토지비는 SH공사가 공개한 지구별 택지조성원가(평당 1,130만원)에 금융비용 등 10%를 더한 
후 용적률 적용산출 2) 위례 A1-5 1,282세대, 평균 30평 / 위례 A1-1 2,394세대, 평균 30평 

<별표4> 마곡 9단지 분양수익 추정
(단위 : 만원/평)

구분
박원순시장 경실련

차액 대비
마곡9단지 적정원가1)

평당 1,930 1,130 800 1.7배

30평 기준 5.8억 3.4억 2.4억

전체 5,460억 3,200억 2,260억

주1)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1,070만원)+금융비용 등 10%)÷용적률(220%),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