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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광주전남 지

역분양시장이기지개를켜고있는가운데

청약결과가주목된다

15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3월

봄 분양시즌을 맞아 골드클래스 첨단R&

D 등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7개 단지

2300여가구가 선보이며 아파트 분양시장

이활기를띠고있다

4월 총선 전 조기분양으로 물량을 쏟아

낸터라분양사들모두 완판을위해총력

전을펼치는모양새다

우선 골드클래스 첨단R&D 힐스테이

트 각화 해성 행복애가 등 3곳은 지난 11

일견본주택을선보이고봄분양시장을열

었다

골드클래스 첨단R&D는 광주시 북구

연제동 453번지 일원에 공급되며 지하 1

층지상 20층 299가구규모다 전용면적

5969등소형면적대로구성된다

힐스테이트각화는광주시북구각화동

산305번지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하 2층지상 31층 7개동 아파트 740

가구와오피스텔 154실로구성된다 이가

운데 조합원 분양을 마친 아파트 579가구

를 제외한 161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에 나

설계획이다

또해성행복애가는광주시광산구비아

동에전용면적445859 64가구규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단지로오는 7월말입주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나주혁신도시인근남평

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남평 강변도시 B1블록에 나주 남

평 강변도시 양우내안애 리버시티1차를

공급한 양우건설이 B3블록에 2차 896가

구를공급한다

양우내안애 리버시티 2차는 지하 1층

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7484

등 총 896가구로 1차 835가구와 함께

1700가구가넘는브랜드타운을이루게된

다

광주시북구운암동에서는옛롯데슈퍼

부지의운암2차남양휴튼과운암동 228번

지일원의운암GS자이등 2곳의아파트가

집주인을찾는다

운암2차 남양휴튼은 지상 25층 전용면

적 5984총 179가구의주상복합아파트

다

지역주택조합인 운암GS자이는 지하 1

층지상 25층 10개동 규모의 578가구로

지어진다 이달 중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

에들어갈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시 북구 북동 금남로5가

역인근에도시형생활주택인정한파인시

티 112가구도 3월분양할예정이다

이처럼지역아파트분양시장이활기를

띠자 청약 결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나 5월지방으로확대되는주택

담보대출규제를앞두고건설사들이분양

시기를저울질하는상황이라청약결과가

더욱중요해졌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월 분

양시장휴식기를갖은건설사들이봄이사

철을맞아 3월본격적인물량공급에나섰

다며 이달 공급 물량의 청약 결과는 올

해 주택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분양시장 봄 기지개

골드클래스 첨단R&D힐스테이트 각화 등

7개 단지 2300여가구 청약결과관심증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

본부(본부장 정건기)는 광주효천1지구 공

동주택용지등을신규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총

117필지 12만9000 1677억원규모다

공동주택용지(6085 분양 1필지7

만702)에 대해서는 순위별로 접수해(3

29331)추첨방식으로공급한다

상업용지(21필지1만6153) 근린생

활시설용지(34필지1만4272) 주차장(6

필지5913) 용지는입찰신청을받아공

급한다

단독주택용지(53필지1만8047)는 공

급면적에 따라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321322)및입찰방식으로공급한

다

공급일정 등 관련 사항은 LH홈페이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서 매각공고를 확인하거나 LH광주전남

본부 토지판매부(06236031756)로 문

의하면안내받을수있다

효천1지구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풍부한녹지대를갖췄으며효천2지구 진

월지구 실버건강타운 풍암유통단지 송

암공업단지 등과 가까워 광주남부권의

대규모 신흥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

다

LH관계자는 효천1지구내 광주시청

이나 나주 혁신도시와 반경 10 안팎으

로 인접해 있다며 공급가격이 인근 시

세보다저렴해다양한실수요자계층에서

관심을보여분양전망은밝은편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효천1지구 공동주택용지등 117필지 신규공급

지난 2월 전국 법원의 경매건수가 급

락한가운데광주전남지역낙찰가율은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지지경매동향 보

고서에 따르면지난 2월 전국경매진행

건수는 1만82건으로 지난해 9월(1만

363건) 이후 5개월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낙찰건수는 4091건으로 전국평균낙

찰가율은 704%로집계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주거시설은 48건이

경매진행돼 27건이낙찰됐다낙찰가율

은 전월 보다 소폭 상승한 1000%를 기

록했다

낙찰된 27건중아파트가 15건으로가

장많았으며주택 7건 연립다세대 5건

순이었다

광주 서구 세하동 소재 1718규모

주택은 감정가의 139%인 1억8219만원

에낙찰돼낙찰가율이가장높았다

토지는 60건이경매진행돼이중 16건

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101%로 지

난 2014년 3월 1412%를기록한이후역

대 두 번째로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

다

전남지역 주거시설의 낙찰가율은 89

6%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월 대비

65%p상승한수치다

토지는 709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328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974%

로 전월대비 109%p이상상승했다

목포시 연상동 조선소 공장건물이

145억400만원(낙찰가율 100%)에 낙찰

돼 2월전국최고가낙찰물건이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월 경매시장은

경매물건이 감소하면서 우량물건에 응

찰자들이몰리고낙찰가율이유지됐다

고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경매건수줄고낙찰가율상승

지지옥션 2월 경매동향

지난 11일광주시남구월산로에견본주택을선보인힐스테이트각화전시장에분양예정자들이찾아모델하우스를둘러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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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판매및영업설판매시설

 소재지전남 목포시 상동 8601 쇼

핑천국포르모 1301호1401호1501호

 관리번호  201500831002

 면적대 110024 지분(총면적 9

5412) 건물 215073

대 37442 지분(총면적 95412) 건

물 73193 

대 26459 지분(총면적 95412) 건

물 51722

감정가격금 9170000000 원

최저입찰가격금 9170000000 원

입찰기간20160418  20160420

 내용본건은목포시옥암동소재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상가 등이 주류를 이

루고 있는 중심상업지대로 주위환경은

양호함

전라남도영암군소재공장

 소재지전남 영암군 삼호읍난전리

17103

경매사건목포지원 2015타경12292

 물건내역토지 40987 건물 1

84305 기계기구 13식 제시외건물

3080

감정가격금1798698850원

최저입찰가격금1798698850원

입찰일시20160328 1000

 입찰장소목포지원경매법정 (현장

입찰)

참고내용1) 본 건은전라남도영암

군 삼호읍 난전리 소재 "대불국가산업

단지"내에위치하는공장물건으로 부

근은 대부분 공장인 산업단지로서

주위환경은보통시됩니다

2) 가동중단상태인공장으로입찰전

반드시 현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ht�

tp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경매입찰은목포지원경매법정에서

현장입찰로진행

※ 문의전화061) 2706695 (목포지

원경매5계)

062) 2313034 (한국자산관리공사)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공급가격시세보다저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