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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돌산읍신복리임야

 소재지여수시돌산읍신복리산 275

 관리번호 201400940002

 면적임야 5157

감정가격금 5672700원

최저입찰가격금 5673000원

입찰기간 2014623  625

 내용여수시돌산읍신복리소재신복저수지북

동측근거리에소재하며부근은순수산림지대이다 인

근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여건은 보통

이고사다리형완경사로서자연림으로이용중이다

여수시돌산읍평사리임야

 소재지여수시돌산읍평사리산 19528

 관리번호 201318073001

 면적임야 8585

감정가격금 47217500원

최저입찰가격금 23609000원

입찰기간 2014623  625

 내용여수시돌산읍평사리소재무슬목마을남

측인근의농림지역에위치하며주변은임야가주를이

루는해안산림지대이다 인근까지차량의접근이가능

하고인근으로간선도로가통과하는등일반적인교통

상황은 보통이며 지상에 소나무 및 활잡목 등이 자생

중이다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wwwonbidcokr)

에서가능하고현장입찰은없다 문의(15885321)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본부제공

연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3

억6억원짜리전셋집을구할때같은가격대의주

택을살때보다수수료를더많이부담해야하는불

합리한점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손질해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

이라고 11일밝혔다

연구용역결과는 8월이면나올예정이지만그결

과에대해이해당사자인공인중개사들의의견을듣

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보고있다

공인중개사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전국적으로

8만2000여명에달하는이들이집단반발에나설수

도있어정부는매우조심스러운입장이다 다만개

편의큰줄기는현행수수료체계가갖고있는모순

과불합리를 해소한다는쪽으로잡고있다 이런모

순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00년 개편된 이래 14

년째그대로묶여있다는점에주로기인한다 14년

간물가나주택가격주택수요등이변화했는데현

행체계가이를반영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개편의방향은크게세갈래다 국토부는우선수

도권을중심으로전셋값이급등하면서일부가격대

에서 나타난 매매 거래와 임대차(전월세) 거래 간

중개수수료의 역전현상을해소할방침이다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

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 주택

은 06% ▲5000만원이상2억원미만은 05% ▲2

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

9% 이내에서중개업자와중개의뢰인이협의해결

정하도록돼있다

임대차의 경우엔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1억원 이

상3억원미만은 03% ▲3억원이상은 08% 이내

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있다

이 중 최고액 구간의 수수료율은 통상 09%(매

매) 08%(임대차)가적용되고있는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 거래액의

구간과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원 이상6억원 미

만전세거래의경우같은가격의주택을매매할때

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같은

값의 주택을 살 때보다 전세로 구할 때 중개수수료

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서울등수도권을중심으로전셋값이많이오

르면서매매와전세간수수료가역전되는 3억원이

상 전세 주택이 더 많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

부는 근래 전셋값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이런 역

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수수료율 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둘째는 거래액 구간의 상향 조정이다 14년 전과

견줘주택의가격이나전셋값이많이올랐기때문이

다 특히 국토부는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요율체계를개편하는것을검토중이다

마지막으로는실제주택으로쓰이는경우가많은

데도상가와같은주택외건물로분류돼최고 09%

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이다 국토부 관

계자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쓰이지만 주거

용으로도 쓰이고 주택보다 규모도 작고 주거 여건

이 좋지 않은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많이 물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다는입장이지만실제로는주거용과업무용을구

분하기어렵다는게맹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을 설득하지 못하

면 수수료 개편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

자 부담을 낮추면서도 공인중개사들이 큰 타격은

입지않는묘수를찾아야한다고말했다 연합뉴스

매매보다 비싼 전세 중개수수료 바로 잡는다

거래액구간상향조정등

국토부가이드라인연내개편

공인중개사들설득이관건

그동안 지번주소로만 조회할 수 있던 주택 실

거래가를도로명주소로도검색할수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매매및전월세 rtmolitgokr)를이같

이개편해운영한다고지난 11일밝혔다

국토부관계자는 올해부터전면시행된도로

명주소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 실거

래가도 도로명주소로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

용자가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검색하고조회할수있다

스마트폰이용자들도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올연말까지거래액구간을상향조정하는등불합리한부동산중개수수료개

편에착수한다사진은부동산중개업소가몰려있는모습 연합뉴스

226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가

하락했지만광주전남지역은상승세를이어간

것으로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

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경기실사

지수(HBSI)를조사한결과 6월전국의주택사

업환경지수는 1010으로 지난달보다 120포인

트하락했다고 11일밝혔다

HBSI는기준값100을초과하면경기가좋아

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것을의미한다

지방은 1103으로 지난달과 비교하면 07포

인트하락해비교적선전한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산이 1236(58포인트↑)으로 최고치를 기록

했고 뒤를 이어 전남 1075(101포인트↑) 광

주 1159(59포인트↑)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광주와 전남은 잇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에 따

른분양시장훈풍이경기지수를끌어올렸다

서울 및 수도권은 하락폭이 컸다 서울이

1000으로 지난달보다 164포인트떨어졌고수

도권은 884로 242포인트내렸다 수도권은경

기가 880(296포인트↓) 인천이 889(188포인

트↓)를 기록해 하락세를 이끌며올해 처음으

로 100선아래로떨어졌다

분양 시장과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모두하락한것으로조사됐다

분양실적지수는 1080(170포인트↓) 분양

계획지수는 1040(128포인트↓)을 기록했고

미분양지수는 677로 3개월연속상승했다

올해들어지난달처음으로 100선이무너졌

던재개발지수와재건축지수도각각 811(68포

인트↓) 862(17포인트↓)로 조사돼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택산업연구원관계자는 실수요를확충보

완할수있는수요촉진유도방안이필요하다

고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주택건설업체 주택경기호전될것

6월주택사업전망지수 1159P전국 평균보다크게높아

주택실거래가공개서비스

도로명주소로도 검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