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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무안군망운면소재전

 소재지전남무안군망운면피서

리 805 8052

 관리번호 201601087003

 면적  805번지 2196 8052번

지 8510

감정가격금 915314000원

최저입찰가격금 915314000원

 입찰기간  20160613  2016

0615

 내용전남무안군망운면피서리

소재 무안국제공항 남측인근에위치

하며 주변은 농경지 점포 펜션 해수

욕장등이소재한해안농경지대임

전남여수시율촌면소재건물

 소재지전남여수시율촌면가장

리 1427 14281 14291 14291 나동

14291 다동

관리번호 201513745001

 면적 1427번지 69 14281번지

229 14291번지 3992 14291 나

동 34371 14291 다동 15561 기

계기구 21식

감정가격금 821330700원

최저입찰가격금 821331000원

입찰기간2016053020160601

 내용  중산마을 남서측인근에 위

치하며일반적인교통상황은보통임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정부가 7월 시범적으로 공개할 한국

형 주거비부담지수를 분기별로 발표하

는방안을검토중이다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 주거

비부담이상대적으로큰월세가늘고있

는점등을감안마련되는주거비부담지

수는임차료와관리비수도광열비등을

합한 주거비를가구별가처분소득과 비

교하는방식으로산출된다

2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수의

발표일정이나 주기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기별로발표하는안을검토

중이라고말했다

주거비부담지수가 분기별로 나오면

계절별주거비수준이파악돼맞춤형주

거지원이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앞서 국토부 주최로 열린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엄에서 한국감정원은 난방

비 등이 발생하는 1분기는 다른 분기보

다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계

절성은저소득층에서더욱뚜렷이나타

난다는분석을내놨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소득층일수

록 동절기에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포착하려면 분기별주거비부담

지수가필요하다며 이런 통계가있어

야저소득층에어떤주거지원을어느시

점에해줄지등을정할수있다고설명

했다

한국감정원은 심포지엄에서 통계청

의가계동향조사를활용해이지수를산

출했다고설명했다

분기별로 작성발표되는 가계동향조

사를 활용하면 주거비부담지수도 분기

간격으로발표하는데도무리는없는것

으로보인다

국토부는 가계동향조사보다 역사는

짧지만 표본규모가 큰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주거비부담지수를 산출하는 방

안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

현재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 표본규

모를 약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리

고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

기로 했다 또 주거실태조사의 소득주

거비용 관련 조사항목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조사주기를줄이는

등 주거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데는예

산이 들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진행하

겠다면서 주거비부담지수 발표일정

이나 주기는 시범공개 이후 확정하겠

다고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에 지역 최초 기업형 임대아파트

첨단 대라(綏)수 총300세대가 선을 보이

는 등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국민 10명중 절반 이상

이 뉴스테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또 8년장기거주와연 5% 이내임대료

상승 제한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꼽았다

24일국토부에따르면일반국민 1000명

을대상으로비공개전화설문조사한결과

뉴스테이의 인지도에 대해 안다라는 의

견이 472%로 나타났다 뉴스테이에대한

호감도는 긍정이 476%로 부정 91%보다

높았다 지난해 8월갤럽이시행했던뉴스

테이설문조사결과인지도 282%호감도

351%에불과했다 설문조사방법이달라

단순비교가어렵지만뉴스테이에대한인

식이높아진것으로분석된다

정부는 뉴스테이의 장점으로 ▲8년간

장기거주가능▲연 5% 이내로임대료상

승제한 ▲분양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 ▲

다양한주거서비스및편의시설제공▲임

대인과갈등적음▲누구나입주가능▲양

호한입지여건등 7가지를제시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들은 8년까지 장기거

주 가능(508%)을 큰 장점으로 평가했으

며연 5%임대료상승제한(164%)과누구

나입주가능(93%) 임대인과갈등이적음

(84%) 등이뒤를이었다

입주의향은 362%가 있다고 답했으

며 희망입지는 대중교통편리(577%) 생

활편의시설(202%) 자연환경(91%) 등을

고려하겠다고응답했다

일반국민뿐만아니라상위46개사에대

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뉴스테이 정책

평가에 대해 긍정 217%와 부정 239%로

비슷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많았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이 283%로

부정 217%보다다소우세했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신사업의 시장성(692%)이 부

정적이유로는시장의불확실성(602%)을

각각꼽았다

성공적인뉴스테이를위해서 필요한정

부정책으로는 ▲금융지원(362%) ▲세제

지원(174%) ▲규제철폐(152%) ▲기금

투자(87%) 등을선택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주택임대차시장은전세에서월세로패러

다임이바뀌고있다며 저금리와저성장

단계에진입하면서과거처럼전세로높은

수익을기대할수없는구조에서 월세 전

환은필연적이라고말했다

이때문에뉴스테이정책은한국형임대

시장에서어느정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

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설사를 통한 신규

물량이 부족하고 사업성만을 고려한 이

윤 추구가 우려될 수 있어 기존 민간임대

주택시장을적극활용하는장기적인정책

방향을제시했다

이를테면 기존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뉴

스테이형을 도입하는 것이다 3억원의 전

세에서집주인이 4억원으로올릴경우 1억

원의절반인 5000만원을올려주고나머지

는 전월세 전환율의 절반의 이윤을 붙여

월세로지급하는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6%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3%의 이자소득

을 얻을 수 있다면서 임대료가 비싼 신

축개발형 아파트형 고급형 뉴스테이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유형 다양한 임대료 수준의 뉴스

테이가공급돼야한다고설명했다

이와관련국토교통부는뉴스테이공급

방식 다각화를 위해 기존 공모형 민간제

안형 정비사업 연계형 외에 ▲도심형 뉴

스테이▲협동조합연계뉴스테이▲매입

형뉴스테이▲토지임대뉴스테이▲한옥

형뉴스테이등을추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국민절반뉴스테이안다36% 입주의사있다 한국형 주거비부담지수 분기별발표추진

맞춤형주거지원가능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8만6304

가구가입주예정인가운데광주와전남지

역에서는 총 6672가구가 집들이 할 예정

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2016년 6

8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에 따르면 6월

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센트럴시티(도시형) 76가구 동구 월남동

월남지구 21 호반베르디움 784가구 광

산구도산동 875미르채 69가구가입주예

정이다

전남에서는 나주시 대호동 대방노블랜

드 370가구가입주대기상태다

7월 광주에서는 북구 삼각동 엘리체 프

라임 526가구가 집들이를 하며 전남에서

는나주시빛가람동광주전남혁신 B12 영

무예다음 614가구 광양시마동덕진광양

의봄프리미엄 1단지 307가구 광양시 마

동 덕진 광양의봄프리미엄 2단지 619가

구순천시오천지구 A3골드클래스 646

가구 나주시광주전남혁신 B13 대광로제

비앙 920가구가입주를시작한다

8월 광주에서는북구양산동 AMCity

센트럴파크 99가구가입주할예정이며전

남에서는목포시용당동도휘에드가채움

256가구 광양시 마동 광양 마동 자연애

132가구 광양시중동 e편한세상광양 440

가구 광주전남혁신A4 국민임대 814가구

가입주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6월8월 광주전남 6672가구 입주

송정역센트럴시티나주대호동대방노블랜드등

8년 장기거주연 5% 임대료상승제한장점

광주 첨단 대라수 300세대 첫선  관심증폭 정부가전세난을해결하고중산층주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제시한기업형임대

주택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한것이특징이다최소한 8년동안거

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300가구(건설

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

하는사업이다

뉴스테이(NEW STAY기업형임대

주택)

뉴스테이인기를반영하듯최근열린광주지역뉴스테이 1호첨단대라綏(수) 아파트부동산사업설명회가성황을이뤘다

첨단대라綏(수) 아파트 분양사무소제공

뉴스테이장점

8년장기거주

508

5%임대료상승제한

164

누구나입주가능

93

임대인과

갈등적음 84

기타

151

단위

%

전국 8만6304가구 입주

국토부 1000명 설문조사

<기업형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