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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

상금을지급하는방안이추진된다공정거래위

원회는8일이런내용을골자로한하도급법개

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

위에해당하는부당한대금결정및감액 부당

발주취소부당반품기술유용등이신고포상

금대상이된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이들 행위를 신고하

고그 사실을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를제출

해야 한다 신고포상액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 규정된 수준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확정

할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는 부당한 대

금 결정이나 기술유용이 있더라도 대기업 거

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기 어

려운실정이라며 포상금제가내부사정을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의 제보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

주택다세대주택)의공시가격이지난해보다 04% 올랐다고 발표함

에따라아파트등을가진사람들의부동산보유세부담도소폭늘어

날전망이다

지난 29일 우리은행 WM자문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인 04%만큼 공시가격이 인상된 서울 송파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2449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

친세부담이지난해보다 10만6560원늘어난다 이아파트의공시가

격은 지난해 19억9200만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04% 올랐다이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를 합친 올해

재산세는지난해보다 2만9760원늘어난 668만4000원을내야한다

다만 여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반영되지 않았고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농어촌특별세를 합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보다 7만6800원증가해올해 516만원을부담해야한다

단 이는 1가구 1주택자라는가정 아래연령이나 보유기간에따른

공제를반영하지않은것이어서실제로는다를수있다 또지방교육

세와재산세과세특례도반영하지않았다

공시가격이지난해 7억5100만원에서올해 7억5400만원으로 04%

인상된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한양아파트 6단지 1067는 올해 재

산세부담이 1만1160원증가한다 모두 204만8880원을내야한다

역시 공시가격이 5억600만원에서 5억800만원으로 04% 오른 서

울마포염리동 마포자이 847는올해지난해보다 7440원 증가한

113만3760원을재산세로내야한다

대구(100%) 세종(59%)처럼 공시가격상승률이높은곳은아무

래도세금부담이다른지역보다더늘어난다 공시가격이지난해 2

억원에서올해 2억3000만원으로 150% 상승한대구달서 대천동의

이안 월배아파트 1234는 올해 작년보다 5만7600원 늘어난 40만

5600원을부담해야한다

공시가격이 111% 상승(4500만원→5000만원)한 세종 전의동 성

호늘푸른아파트는 7800원 늘어난 7만8000원을 재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라인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

시) D7블럭에 위치한 전원주택용지 27필지를

공개입찰한다

9일 입찰에 들어가는 D7블럭 전원형 주택지

는 도보로 2분 거리에 빛가람초등학교와 중학

교 봉화고가모여있는학교복합단지가있으며

중심상업시설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 조용

하고쾌적한주거및교육환경을누릴수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한전을포함 15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초광역 혁신도시로

향후공동주택의높은 프리미엄이계속되는상

황에서 전원형 주택부지의 프리미엄도 예상되

며많은대기수요자들이기다린다는게라인측

의설명이다

최두현 미르혁신공인중개사 소장은 어떤 지

역이든향후대규모택지지구의마지막완성은전

원형주택지이라며 얼마만큼풍요롭고아름다

운 거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가 택지지구

의완성도를높인다 이런맥락에서이번에공개

입찰을 앞두고 있는 D7블럭은 혁신도시 투자자

들에게뜨거운관심을끌고있다고말했다

라인은 5년연속대한주택보증신용등급A+

5년 연속 주 거래은행 신용등급A+ 5년 연속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A+를 기록한 지역 중

견건설업체다 입찰은광주시서구광천동 60번

지 모델하우스에서 진행된다 문의(062368

8833)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지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눈

에띠게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국가부

동산정보통계를운영하는한국감정원의실거래

가 지수와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KB국

민은행지수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현상도 보였

다

7일한국개발연구원(KDI)이내놓은 2014 1

4분기부동산시장동향분석에따르면수도권의

실질주택매매가격이전분기에이어약보합세

를 유지하는 가운데 광주지역 실질 주택매매가

격상승폭은전보다빠른추세로확대되고있다

고설명했다

실제 올해 광주지역 실질 주택매매 지수는

2006년을 100으로놓았을때 108이었으며실질

실거래가는120으로 12포인트나차이를보였다

2년 전 주택매매지수는 105 실거래가는 112로

7포인트차이였음을감안하면 2년새격차가더

벌어진것이다

특히 올 3월 기준으로 광주의 실질 주택매매

가격상승률은 1년전대비 10%로 2000년이후

장기평균(03%)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광주

등은공급과잉이해소되면서가격이오르는것

으로해석됐다 실질주택전세가격지수또한장

기평균 14%에비해높은 16%를기록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소폭 증가했다 3월 기준 거

래량은 3883가구로 2006년이후장기평균 3291

가구와비교해 118배 증가했다 이는 전세공급

물량이 적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격)이높아전세수요가매매로전환되면서증가

한것으로분석됐다

전세가율의 경우 광주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

장높은수준을이어갔다 3월기준광주의전세

가율은 778%로뒤를이은대구(741%)보다 3

7%포인트나 높았으며 2003년 7월 이후 장기평

균(736%)과도차이를보였다 이처럼전셋값이

높은 경향을 보이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도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광주지역 부동산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빠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집값을

끌어올리고있는것이다여기에일부월세가늘

어나는사례도보이고있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실물자산연구팀

장은집값상승으로인해주택담보대출이증가

하고있는데이가운데잠재적고위험군에서자

영업자의 비중이 유난히 높다며 정부의 정책

대응도필요해보인다고제안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잔액은지난해말 418조원

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3% 국내총생산(GDP)

의 31%수준이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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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실질매매가상승률전년비 1% 

전세가율 778% 전국최고매매로전환

공급과잉해소되면서집값올라

공시가평균 04% 상승에

주택보유세도소폭증가

대구세종지역세부담상승폭커

공동주택보유세부담얼마나오르나

혁신도시전원주택용지공개입찰

㈜라인 오늘D7 블럭 27필지

불공정하도급감시강화

공정위 신고자에포상금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