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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주월동소재토지

 소재지광주남구주월동산231

1 산2313 12443 124412 124413

 관리번호 201419959006

 면적  임야 2727 임야 1637

 전 197 도로 142 전 187

감정가격금 8166300000원

 최저입찰가격  금 8166300000

원

 입찰기간  20160711  2016

0713

 내용  광주남구주월동소재 대

광여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각종 규모의 상업시

설등이혼재한번화한상가지대임

전남무안군삼향읍소재공장

 소재지전남무안군삼향읍유교

리 3681 토지 및 368 3681(산563외

1) 지상건물

관리번호 201601086003

 면적  공장 4951 공장용지 3

205

감정가격금 340985100원

최저입찰가격금 340986000원

 입찰기간  20160711  2016

0713

 내용전남무안군삼향읍유교리

소재 석교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까지차량접근이가능하고본건북

측으로삼향중앙로가통과함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	
���

순천 주암면에 사는 김모씨는 화재로

집을 잃었다 면사무소의 도움으로 부모

님을인근요양원으로모셨으나장기적으

로 거주할 집을 찾지못해 난감한 상황이

었다 그러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서운영하는 마이홈상담센터를방문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할 집을 문의했다

김씨는 LH의 도움으로 순천 드라마시티

(부도임대) 선착순모집에신청할수있었

고 보증금 대출상담 안내도 받을 수 있었

다

LH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중인마이

홈상담센터와온라인마이홈포털(www

myhomegokr)이 무주택서민들의주거

고민을해결해주는등성과를내고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건기)

는 지난 6개월간 마이홈 상담센터를 운영

전화상담은 3513건과 방문상담 2099건을

포함 6000여명의 저소득층 무주택서민이

마이홈상담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고

21일밝혔다

LH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28개 주거

복지센터에총 40개의마이홈상담센터와

온라인마이홈포털마이홈콜센터(1600

1004)를설치운영해오고있다

마이홈 상담센터에서는 소득자산가

구구성등을고려하여상담고객의상황에

맞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뉴스

테이 매입전세임대 주거급여및기금대

출 등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안내하고있다

온라인 마이홈 포털에서는 소득 자산

에 적합한 주거지원 정책 임대주택 위치

모집공고등종합적주거복지정책을 제공

하고있다

또한마이홈콜센터에서는전국의임대

주택에대한 1차상담이가능하다

광주권을 총괄하는 광주권센터가 광주

서구시청로 91 LH광주전남본부사옥 12

층에 있으며 전남권에서는목포권주거복

지센터(목포시옥암동)와순천권주거복지

센터(순천시 석현동) 내에 상담센터가 설

치운영되고있다

정건기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현

재 상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리스트

관리와 지정 상담직원 운영으로 필요한

주택공급 공고시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상담센터 내 주거

복지사 법률전문가 등 전문인력 확충해

상담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읍면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복지지원

임대차 법률 상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

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라

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무주택서민주거고민LH가해결해드려요

마이홈상담센터마이홈포털운영 6개월

LH광주전남본부 6000여명 전화방문상담

소득자산가구구성등고려 맞춤형 주거지원

순천석현동 LH순천권주거복지센터내에꾸며진마이홈상담센터에서LH직원이고객과주거문제상담을하고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제공

올해주택인허가물량이 60만가구안

팎이 될 것이라는 국책연구소의분석이

나왔다 이에따라지방을중심으로미분

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

어 모니터링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는 주장이다 21일 국토연구원은 2016

년주택인허가물량전망과시사점 보고

서에서 올해 인허가물량이 59만63만

가구정도가될것으로내다봤다

이는 지난해의 78% 수준이지만 여러

요인을 감안한 예상치(추세)보다는 많

은 것이어서미분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모니터링과 선제적

관리가필요한것으로분석됐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주택

인허가물량을 추세적으로만 분석했을

때는올해인허가물량이 59만가구가될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특정해

의 주택인허가물량이 추세선 이상이면

이듬해 인허가물량도 추세보다 많아지

는경향이나타났으며실제로추세보다

많이늘어난 77만가구가인허가된작년

에이어올해도인허가물량이추세를넘

어설것으로보고서는내다봤다

특히 상반기 주택인허가물량이 작년

보다많았던데에는주택시장이점차조

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건설사 등 주택시

장 공급자들이본격적인 조정국면이 시

작되기에앞서주택공급을늘린것도영

향을미쳤다고분석했다

실제로국토교통부집계결과 올해들

어지난4월까지주택인허가물량은22만

2684가구로 작년보다 30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만가구 지방이

12만가구로 각각 183%와 45% 늘었다

하지만 하반기 인허가물량은 상반기보

다는줄것으로보고서는전망했다

주택시장이 회복국면에 들어설 때는

하반기 인허가물량이 증가하고 고점에

서조정국면으로떨어질때는하반기인

허가물량이 감소하는 그간의 주택시장

경향을반영한것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올 3분기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총

6982가구의 집들이가 이뤄질 전망이

다

21일 국토교통부의 2016년 79월 전

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광

주전남지역의 경우 7월에 나주시 빛가

람동광주전남혁신도시에영무예다음

614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614가구 모

두 6085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됐

다

광주북구삼각동에일곡엘리체프라임

526가구(6085)가입주하고순천오천

지구에 대광로제비앙 436가구도 집들이

를 한다 광양시 마동에 광양의 봄 12단

지 926가구와 자연애 132가구도 입주가

예정돼있다

8월에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국민임

대 아파트 814가구가 입주한다 814가구

전체가 60이하소형평수로구성됐다

광양시중동에 e편한세상 440가구와목

포시 용당동에 도휘 에드가 채움 256가구

도입주를시작한다

9월에도 광주전남지역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상당하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중흥 S클래스

973가구가 집들이를 하고 전남도청이 위

치한 무안 삼향읍 남악리에 60이하 소

형평수인펠리시티 3차 132가구가입주한

다

이 밖에 광주에서는 남구 백운동 힐스

테이트 528가구와 광산구 신창동 대광로

제비앙 567가구 서구 치평동 상무광명

메이루즈 496가구 북구양산동에도시형

센트럴파크 99가구 등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월별로는 7월에 2634가구 8월 1510가

구 9월 2838가구가입주한다

입주 예정물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60 이하가 1293가구 6085가 5667

가구 85 초과는 22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 997%를 차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혁신도시영무예다음 614가구 삼각동 일곡엘리체 526가구 등

광주전남 3분기 6982가구 집들이한다

올주택인허가물량 60만가구안팎

지방미분양위험증가요인

선제적 관리모니터링 필요

광주전남입주예정아파트현황

(단위가구)

가구수

7월 526

132

307

619

8월 440

256

814

9월 567

528

99

496

973

43

132

아파트명

광주북구삼각동
일곡엘리체프라임

광양마동자연애

광양마동광양의봄 1단지

광양마동광양의봄2단지

광양중동e편한세상

목포용당도위에드가

나주광주전남혁신도시국민임대

광주광산신창동대광로제비앙

광주남구백운동힐스테이트

광주북구양산동센트럴파크

광주서구치평동광명메이루즈

나주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진도동외리펠리체2차

무안남악리펠리시티3차

436순천오천지구대광로제비앙

614
나주광주전남혁신도시
영무예다음

79월 입주예정아파트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