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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광주지역오피스(사무용) 빌딩의 연간투

자수익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 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권의 저축

금리와비슷한수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4년 4분기 및 연

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

주지역 오피스빌딩의 지난해 투자수익률은 243%

로 전국에서 가장낮은수익률을 기록했다 전국평

균인 591%보다 348%포인트나 낮았으며 광주를

제외하고 광역시 중 가장 낮은 대전(368%)보다도

125%포인트나낮았다

구도심(금남로충장로)과 신도심(상무지구) 모

두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것

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공실률이 2013년 14

4%보다 14%포인트 상승한 158%로 높아졌으며

임대료가소폭하락한것도이유였다

반면 광주지역매장용빌딩의경우사정은훨씬

나았다 지난해 투자수익률은 579%로 전국 평균

인 616%보다 037%포인트 낮았지만 오피스 빌딩

에 비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매장용 빌딩

의소득수익률역시560%를기록대전(393%) 대

구(512%) 부산(5345)보다 높았다 국립아시아문

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인근지역 기대감 형성으로

임대료가오른것이주배경이었다 광주의매장용

빌딩의 임대료는 지난 4분기 기준 당 2만2400원

으로 전년보다 18% 올랐다

전남지역오피스빌딩과매장용빌딩의투자수익

률도 전국평균보다 아래였다 지난해 기준 전남의

오피스 빌딩과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각각

548% 457%로나타났다

한편전국기준으로최근1년간의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의 채권 금융상품 등보다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빌딩 591% 매장용(일반)

빌딩 616%로 채권(국고채 259%회사채 298%)

금융상품(정기예금 244%CD금리 249%)보다 높

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6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

상인 업무용빌딩 표본 824동 3층 이상 임대면적

50% 이상의 매장용 빌딩 2331동을 대상으로 이뤄

졌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

리(statmolitgokr)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RONE(ronecokr)에서확인할수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작년 광주 오피스 빌딩 수익률 2%대전국 평균 절반도 안돼

올해 3월 연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

아탈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주택담보 대출자

들의관심이 높아지고있다현재연3%대의변동

일시상환대출을 2%대의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바꾸면이자부담이큰폭으로줄어들수있

기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현재은행들과연2%대

의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전환할수 있는대상

과조건을협의하고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1순위 근저당 설정이 가능

한9억원이하의주택을 소유하고기존에 5억원이

하의 변동금리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만연 2%대고정금리대출로갈아탈수있도

록허용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액이 3억원

이하인경우가 90% 가량인 만큼대부분신청대상

이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또기존대출을

받은지 1년이지나고최근 6개월안에연체가없는

대출자에게만대출전환기회가부여될전망이다

아울러 이 상품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즉시 시작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변동일

시상환 대출은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라면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

출은원리금을계속갚아가는방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원금과 이자를 같

이갚는다는부담이있기는하지만 2%대장기분할

상환대출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고른다면 이자 부

담경감에상당한도움이될수있다며 대출금리

차이가 03% 포인트 이상이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대출을 갈아타는 게 나

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 담보가부동산가격

상승 가능성이큰지역이라면대출을갈아타는편

이나을수있다고덧붙였다

이 상품은 전액분할 상품과 70% 부분 분할상환

상품으로 나뉜다 대출액 전액을 분할하는 방식과

대출액 가운데 70%를 분할하고 나서 나머지 30%

를만기에일시상환하는방식으로나눈것이다 20

년 만기에 전액 분할 상품은 연 28% 부분 분할상

품은연 29%고정금리로 추진되고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전국의주택전월세거래량이전년과비

교해 6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년 사이전세

거래는감소한반면월세거래는늘었다

국토교통부가최근발표한 2014년전월세거래

동향과 2014년 12월 거래량및실거래자료에 따

르면 지난해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146만6566건

으로 전년보다 68%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수도권에서 97만8105건의

전월세 거래가 이뤄져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지방의전월세거래량은 48만8461건으로 65%늘

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이 전

년보다 53% 아파트외주택이 81%증가했다

전세와월세거래를나눠서보면월세비중의증

가세가뚜렷했다

전월세 거래에서월세의비중은 2011년 330%

2012년 340% 2013년 394% 지난해 410%로 매

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에

서 월세로의 전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7431건으로전년같은달보다 60% 전월보다 35%

증가했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부 실

거래가공개홈페이지(rtmltmgokr)또는온나라

부동산정보종합포털(wwwonnaragokr)에서볼

수있다 연합뉴스

공실률 144% 전년비 14% 늘어

매장용빌딩수익률 579%로 양호

전남은 548% 457% 각각기록

전세 줄고월세늘어작년 전국거래량 68% 증가

지난해광주지역오피스빌딩의연간투자수익률이전국에서가장낮은2%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광주시동구오피스빌딩밀집지역 /김진수기자 jeans@2%대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나온다는데

기존대출 1년 이상지나고 6개월내연체없어야

원리금 분할 상환 5년 버틸수 있다면 갈아타라

시장군수등이도로공원녹지등기반시설

설치를위해도시군계획시설로지정해놓고 10

년 이상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2017년부

터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관할 시도에 도시계

획시설 결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도시계획시설의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토지소유주의피해가줄어들전망이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노근의원(새누리당)

은이와같은내용이담긴국토의 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고 5일밝

혔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

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의 후

속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원 등 기

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했으나지자체의재정부족등으로 10년이

상방치된곳은 2013년기준으로총 931k추

정 집행비용만 139조원에 달한다 개정안에서

는오는 2020년 7월도시군계획시설의실효에

대비해 내년 말까지 지자체장을 통해 관할 구

역의도시군관리계획을전반적으로재검토해

정비하도록했다 연합뉴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땅주인이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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