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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 시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 성 해)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가. 본 사업은 수도권 남부 주택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
고자 추진중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사
업으로서,
나.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이행하고자
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 투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나. 사업규모 : 대지면적 105,874㎡, 연면적 250,935㎡
다. 세 대 수 : 총 1,524호(전용 60㎡초과~85㎡이하 1,121호, 85㎡초과 403호)
라. 사업방식 : 주택건설사업
마. 도시계획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바. 주체별 업무추진내용 : (사업승인권자) 경기도지사 / (사업시행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준공 예정년도)
아. 총사업비 : 6,652억 원 (용지비 2,344억원, 건축비 3,737억원, 기타 5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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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하
‘동의안’이라 함)은 총 사업비 6,652억 원이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1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임
【 관계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
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1. 시ㆍ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21년 4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경
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 정책성은 보통
으로 검토되었음
- 경제성 분석 결과1)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 571,030백만원, 총편익 370,955백만원,
비용편익비율(B/C ratio)은 0.65으로 기준비율(1.0)보다 낮음
→ 순현재가치(NPV)는 △200,065백만원, 내부수익률(IRR)은 2.18%로
B/C, NPV, IRR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1) 경제적 타당성 :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
여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시설물 이용자의 시간 및 비용 절감효과 등을 편익으로 계상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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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
구
편 익
비 용
분 석
(현재가치)

분

금 액

비

고

총편익

307,955 주거공간제공 편익+상업시설이용 편익

총비용

571,030 총사업비+운영비-토지잔존가치

순편익
NPV

경제적
타당성

(단위 : 백만원)

△200,065 순편익<0
△200,065 NPV<0

B/C ratio
IRR

0.65 B/C ratio<1
2.18% IRR<할인율(4.5%)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K(적용 할인율) : 4.5%(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성분석 시 적용하는 할인율)

→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비용이 35.1% 감소
하거나 편익이 54.0% 증가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민감도 분석결과 】
타당성(NPV>0) 확보 조건

비용 증감

편익 증감

35.1% 이상 감소

54.0% 이상 증가

-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2) 타당성을 확보함
→ ’22년부터 ’26년까지의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을 보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투자금액(A)은 674,712백만원, 총회수금액(B)은 708,143
백만원으로 순이익(B-A)은 33,431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는 5,942백만원, 수익성지수(PI) 1.01, 재
무적 내부수익률(FIRR) 5.87%로서 FNPV, PI, FIRR 모두 기준값 이
상으로 분석되어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2) 재무적 타당성 :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프로젝트가 사업시행자에게 충분한 대가와 수입을 보장하는지, 즉 투
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밝히고 사업시행자의 자금능력과 프로젝트의 재무상태를 상호 비교하여 사업시행자의 재
무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평가하는 수익성 분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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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
구
수 지
분 석
(경상금액)

분

금

액

(단위 : 백만원)

비

고

총현금유입

708,143

분양수입

총현금유출

674,712

투자비, 금융비용, 법인세

순현금흐름

33,431

FNPV

5,942

FNPV>0 → 타당성 확보

PI

1.01

PI>1 → 타당성 확보

재무적
타당성

FIRR

5.87%

순이익>0

(FIRR>할인율(4.5%)) → 타당성 확보

※ K(적용 할인율) : 4.5%(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성분석 시 적용하는 할인율)

- 정책성 검토 결과3) 보통 수준으로 분석됨
→ 해당 사업의 건설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
경기도 내에서의 생산유발효과는 5,4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04억원, 소득유발효과는 1,250억원이며, 고용유발효과는 4,203명
으로 나타남
→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89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822억원, 소득유발효과 1,717억원, 고용유발효과 5,815명으로 추
정됨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경 기

5,450억원

1,804억원

1,250억원

4,203명

전 국

8,898억원

2,822억원

1,717억원

5,815명

- ‘화성시 주택순수요 추정4)’에 따르면 2021년~2025년 화성시의 주택순
수요는 공급대안에 따라 2,615~4,806호로 추정되었으며 본 사업의 주
택공급 계획물량은 1,524호로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3) 정책적 타당성 :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
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을 분석
4) 지방공기업평가원, 동탄2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타당성검토,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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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A-76-2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 주택수요 추정 결과 】
기준

수요량

1안) 주택재고량에 따른 주택공급
2안) 준공실적추세 적용에 따른 주택공급

63,534

3안) 주변 공급계획 반영에 따른 주택공급

공급량

순수요

60,919

2,615

58,821

4,713

58,728

4,806

사업대상지
1,524

- 근린생활시설용지 또한 공급 계획물량은 904㎡이나 ‘근린생활시설 순
수요 추정5)’에 의하면 이용 인구의 구매력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순수
요가 1,795㎡로 산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대복리시설 분양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
【 동탄 A-76-2블럭 근린생활시설 소요면적 추정 결과 】
이용인구

월평균가구당
소비지출

1,524가구

255천 원

사업대상지

연간
잠재구매력

단위면적당
매출액

소요연면적

4,666백만 원 2,599천 원/㎡

1,795㎡

＊ 월평균 가구당 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국가통계포털)의 도시1인가구 이상 월평균가계지수 자료를 활
용하였으며 식음 및 소매지출에 대해 과거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 단위면적당 매출액은 경기도 도소매조사(2006년~2018년) 및 경제총조사(2010,2015년)의 소매업, 음
식점 및 주점업의 건물연면적당 매출액으로 산정함

【 동탄 A-76-2블럭 상업시설 추정 결과 】
수요량(A)

공급량(B)

1,795㎡

0

순수요(A-B)
1,795㎡

사업대상지
904㎡

❍ 화성동탄2지구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은 공동주택 74㎡형 320호, 84㎡형
801호, 99㎡형 403호, 총 1,524호와 근린생활시설 904.36㎡가 공급될 계획
으로 해당 사업지구는 북ㆍ서측으로 상업시설용지가 위치하고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특별계획구역이 인접해 있어 각종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
❍ 기흥동탄IC를 통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북측에 위치하고 차량으로 15~18분
5) 지방공기업평가원, 동탄2 A76-2블록 공동주택사업 타당성검토,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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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SRT/GTX 동탄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2개 노선의 트램이 개
통(’27년)될 예정으로 동탄역, 망포역, 병점ㆍ오산역 연계로 광역교통망 확
대가 예상되어 입지여건 또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이번 동의안은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총 1,524호를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
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