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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주시광산구소재아파트

 소재지광주 광산구 월곡동 6141

한성1차아파트 110동 101호

관리번호201420900001

면적대 3968 지분(총면적 32

9274) 건물 4707

감정가격금 58000000 원

최저입찰가격금 58000000 원

입찰기간20151012  20151014

내용아파트단지로서의주변환경보

통이며제반교통사정이무난함

광주시남구소재아파트

소재지광주 남구 백운동 458 외 1필

지 대흥백운스카이2차아파트 101동 4층

402호

관리번호201505936001

면적대 204853 지분(총면적 4

700) 건물 5985

감정가격금 96000000 원

최저입찰가격금 96000000 원

입찰기간20151012  20151014

내용석산고서측인근위치

인터넷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가능하고 현장입찰은 없다

문의(15885321)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본부제공>

��������	

지난달 전국 경매 낙찰가율이 666%로

23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은 8월

전국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전달보다 53%포인트 하락한 66

6%를 기록해 2013년 11월 661% 이후 최

저치를나타냈다고 10일밝혔다

특히 지난 7월 9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업무상업시설낙찰가율은8월에

519%로 18%포인트나급락했다

2012년 9월 경매에 나왔다가 그동안 9

차례유찰을거듭한영주판타시온리조트

가 감정가 1424억원의 7%인 92억8990만

원에낙찰이이뤄지며전체낙찰가율을크

게떨어뜨린것이원인으로풀이된다

반면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22%포인트상승한883%를기록했다주

거시설 낙찰가율이 88%를 넘어선 것은

2008년 4월의 894% 이후 7년4개월 만이

다

지난 7월 2년7개월 만에 낙찰가율 70%

를넘어선전국토지경매는 8월에도 14%

포인트 하락하기는 했지만 724%를 기록

하며두달연속 70% 이상 낙찰가율을유

지했다지난달전체경매진행건수는1만

1578건 낙찰건수는 4284건으로지난 5월

에이어역대두번째로적었다

8월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경남밀양시삼랑진읍임야로 240

명이 응찰해 역대 최다 응찰자 기록을 깼

다

연합뉴스

광주 토속기업인 모아가 고려개발ㆍ

대림산업컨소시엄 지에이건설대광건

영 컨소시엄과 함께 광주 남구 봉선동

장미구역 주택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했

다

장미구역 재건축의 1차 입찰때는 사

업방식을 지분제로 진행한 결과 참여사

가없어유찰됐다

2차 입찰때는 사업방식을 지분제 또

는 도급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장설명회에 19개 건설사가 참여할 정

도로 성황을 이뤘고 지난 달 11일 입찰

마감에서 세곳의 시공사가 입찰제안서

를제출했다

사업제안과 도급순위 부채비율 브

랜드 인식 등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모

아가두시공사를앞서는상황이어서수

주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사업방식에서 지분제를 선택한

지에이건설과는큰격차가난다 지에이

건설(639위)의 도급순위는 모아(100위)

와 비교해 매우 낮고 매출 역시 상대적

으로 매우 부진한 기업이며 건축 실행

능력이검증되지않아이번재건축수주

전을홍보용으로쓰고있는것아니냐는

의혹이나오고있다

도급제를 선택한 모아와 고려개발은

부채비율과공사비조합원분담금등에

서 큰 차이를 보인다 모아의 부채비율

이 20%에불과하여신용등급이A에해

당되는건실한기업이다 반면고려개발

은 부채비율이 1200% 이상이고 또한

장기간 회생이 되지 않고 워크아웃기업

으로 남아 있어 부실 및 부도의 위험성

을갖고있다

공사비용 면에서도 모아가 고려개발

보다 저렴하다 모아는(33당 공사비

370만원) 고려개발ㆍ대림산업컨소시엄

(33당 공사비 374만5000원)으로 응

찰됐다

조합원 분담금 면에서도 모아가 유리

하다 모아는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중도금무이자혜택이제공되

지만 고려개발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제공되지않기때문이다

모아관계자는장미구역의봉선동은

모아가 광주에서 처음 터전을 잡은 곳

이라며 기업의 출발 점인만큼 이번 수

주건을따내그간의축적된시공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을 지역민에게 선보이고 싶다고 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계절적비수기가 지나고가을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상승폭이확대됐다

10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광주지

역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 010% 상

승하며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커

졌다

전남은전주대비 004% 오르며 지난주

(002%)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

매매시장은 전세부족에 따른 실수요자

중심의매매전환과정부의가계부채관리

방안시행이전인올해안에내집을마련

하려는수요가지속적으로늘어나며상승

폭이확대됐다

광주지역 아파트 전세기격은 전주대비

013%상승하며지난주(006%)보다상승

폭이커졌으며전남도005%오르며지난

주(001%)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

전세시장은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여전

한가운데본격적인가을이사철로접어들

면서전세부족현상이해소될기미가보이

지않으며상승폭이커졌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

는한국감정원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

ONE(wwwronecokr) 또는 한국감정

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천고마비의계절 집값도고공행진

광주아파트매매가 01%전세 013% 상승

신축 아파트 CCTV 130만화소 의무화 광주남구장미구역재건축수주전

모아고려개발지에이건설 3파전

경매 낙찰가율 666%23개월 만에최저치

주거시설 883%7년4개월만에최고

모아 도급순위매출등앞서

직장인 김모(45)씨는 얼마전

출근을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빼려다 앞범퍼가 심하게 부서진

것을 보게 됐다 조씨는 경비실에서 CC(폐쇄회로)

TV를확인한결과밤사이다른차량에의해손상된것을확

인했다 그러나그는결국자기돈으로범퍼를수리해야했다 어두

운밤이라 CCTV 화면으로는가해차량의번호판을식별할수없었기때

문이다

앞으로는 조씨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설치하는 CCTV의화질을얼굴식별및차량번호판독이가능한수준인 130만

화소(HD급)로개선키로했기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상향및공업화주택인정기준완화등을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을마련해 11일부터 40일간입법예고

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을보면방범등입주민안전을위해아파트단지내에설

치되는 CCTV화소 수는기존 41만에서 130만화소로상향조정된다 현재화소수

로는얼굴식별이어려워범죄가발생할경우용의자를특정하기어렵고야간에는

감시가 거의불가능하다는지적에따른조치다 국토부는화소수를높이면감시

거리도 815m늘어나범죄예방효과가커진다고설명했다

공업화주택에대한인정제도도개정된다 공업화주택은공장에서미리각

부재를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시공하는 조립식 건물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시

공철거가쉽다는장점이있지만일반주택보다까다로운내구성능기준이적

용돼왔다 국토부는공업화주택에대한결로성능기준등을완화하고과도

하게요구됐던내구성능기준은삭제하기로했다 이에따라공업화주택은

바닥면적 18(1당 100만원)기준으로제작비가 3%(1당 3만원)가량절

감될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2일

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로

제출할수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얼굴식별차량번호등판독가능한화질

감시거리 815m 늘어범죄예방효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