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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삼향읍소재근린생활시설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39 영산주차프라자 제1층 제

123호 제124호 제125호

관리번호 201606066001

 면적  주자창(지분) 222 건물

504 주차장(지분) 222 건물 504

주차장(지분) 4836 건물10965

감정가격금 167700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1677000000원

 입찰기간 20160905  201609

07

 내용전남무안군삼향읍남악리

소재전남도청남측인근에위치한구분

건물영산주차프라자제1층제123호 제

124호 제125호 내에 위치하며 상가

(MG새마을금고)로이용중임

장흥군관산읍소재근린생활시설

 소재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7001

 관리번호 201606400001

 면적대 733 건물 38134

감정가격금 325210160원

최저입찰가격금 325211000원

 입찰기간  20160905  2016

0907

 내용 본건은전라남도장흥군관

산읍방촌리소재 탑동마을 서측인근

에위치하며 본건인근으로국도23호선

이지나가는등제반교통상황은보통임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ht�

tp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	
���

가을 이사철이 본격 시작되는 9월 광

주전남지역에 신규아파트 2130가구가

입주하는 등 집들이가 본격화된다 8월

1300여세대보다배가가까이늘었다

23일지역부동산업계에따르면 9월광

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대광로제비앙

567가구 등 광주에서 1094가구가 집들이

를 한다 전용면적 73115로 구성됐

다

광주시 남구에서도 광주 최초 지역주

택조합 아파트인 백운 힐스테이트 527

세대(전용면적 7784)가 입주를 시

작한다

전남 지역에서는나주시금천면혁신도

시지구 중흥S클래스센트럴 993가구가

입주민을맞이한다전용면적은7284

로중소형이다

진도팰리체2차 43가구(84)도입주한

다 9월전남지역에새롭게입주하는아파

트는 1036가구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10월에도

광주전남 지역에는 2220가구의 신규 아

파트입주가예정돼있다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중흥S클래스 1714가구(6085) 광주

에서는광산구산정동어등산한국아델리

움 12단지 506가구(6085)가 각각입

주를앞두고있다

1112월에는광주시광산구도산동우

방아이유쉘(368가구) 남구 봉선동 제일

풍경채(400가구) 남구 서동 영무예다음

(310가구) 등이 줄줄이 입주가 예정돼 있

다

올 하반기 광주지역 주택 매매전세

월세 등 주택시장은 주택경기에 대한 불

확실성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

됐다

전남지역은전세가가상승할것으로예

상됐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연말까지

대기 중인 입주 물량이 많아 이를 소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대

외 경기불안과 초과공급에 따른 미분양

증가도우려된다고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9월 입주물량은 1만

6578가구로 8월 대비 363%(9434가구) 줄

었다

수도권이 전월 대비 410%(5658가구)

감소한 8140가구 지방은 309%(3776가

구) 감소한 8438가구다

지역별로는 ▲경북(1663가구) ▲충남

(1237가구) ▲강원(624가구) ▲충북(422

가구) ▲전북(357가구) ▲경남(345가구)

등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하반기광주전남신규아파트입주봇물

정부가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반출할지

가 24일판가름난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

는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24일열어구글

의지도데이터반출요청을받아들일지결

정하겠다고최근밝혔다

24일은 정부가구글의지도데이터반출

요청을처리해야하는법정기한인25일하

루전이다

현행법상지도등에대한국외반출요청

이 들어오면 정부는 근무일 기준 60일 이

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구글은 지난 6월 1

일반출을요청했다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은 받아들

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글이 반출

을요청한지도데이터는SK텔레콤이보유

한데이터로일반국민이사용하는내비게

이션 T맵에 사용된것이다 군부대등국

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끝난 데이

터라반출해도안보에큰위협이안된다

다만 정부가 지도데이터 반출조건으로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

서국내국가중요시설보안처리를내걸고

이에대해구글이타국에서의서비스를한

국이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지도데이터반출이어려워졌다

여기에 구글이지도데이터를보관할서

버를한국에만들지않고외국으로가져가

려는 이유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않는방식으로세금을회피하기위해

서라는의혹까지제기된상태다

구글은세계각지의지도를미국칠레

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

드벨기에 8개국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

서버에넣어구글맵을서비스한다

구글은한국에서버를만들어지도데이

터를 저장하더라도 구글맵의 안정효율

성을위해다른글로벌서버에도지도데이

터를 분산저장해야 하므로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은불가피하다며세금때문에지

도를반출하려한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

라고반박하고있다

또구글은지도데이터를반출해국내구

글맵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를 활용한 IT

분야혁신이일어날수있다고강조한다

반면국내 IT업계는지도데이터반출은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구글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0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껏

정부는학술연구목적으로지도반출을허

용한적은있지만 구글을포함해외국 IT

기업에반출을허가해준적은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

가 열리기 전에 따로 입장을 밝히기는 어

렵다면서 협의체 결정과 관련 법에 따

라공정하게처리하겠다고말했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의 결정에 구글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대신 구글은지도반출을다시 요청

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

테이) 로고송과 사용자제작콘텐츠

(UCC) 공모전을실시해총 14작품을수

상작으로선정했다

로고송 부문 대상은 이태훈씨가 제출

한 따듯한 뉴스테이가 차지했고 UCC

부문대상은김영규씨의 우리집을소개

합니다가 가져갔다 이들에게는 국토부

장관상과상금500만원이각각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고송 대상은 고

급스럽고 독특한 멜로디와 뉴스테이의

장점을 명확히 전달한 가사가 돋보였고

UCC대상은그래픽과내레이션의완성

도가높았다고말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로고송 145건 UCC 29건등총 174건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수상작들을 국토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

(SNS)블로그 등에 올리고 라디오광고

등 뉴스테이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

할계획이다 수상작은공모전홈페이지

(wwwmolitgokr newstay2016)에

서확인할수있다 김대성기자bigkim@

9월광주전남지역에신규아파트 2130가구가입주하는등집들이가본격화된다 입주

를앞두고있는광주시광산구신창동신창대광로제비앙 광주일보자료사진

기업형 임대주택 로고송UCC 공모전 대상 선정

정부 구글 요청 지도데이터 반출 불허 가능성

안보가 우선  오늘 지도국외반출협의체 열어 결정

신창동 대광로제비앙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등

9월 2130가구 집들이  8월의 2배 육박

본격 이사철 10월에도 2220가구 입주 예정

광주 주택시장 보합세 유지 전남 전세가 상승

분야 구분 작품명 수상자(팀)

로고송

대상 따뜻한뉴스테이 이태훈

최우수상 그댈위한집뉴스테이 이동우

우수상
2년마다이사걱정이제는그만 이인호

뉴스테이새로운시작 최원임&안인택

장려상

행복해요뉴스테이 양우석

중산층주거혁신정책뉴스테이 정훈

뉴스테이송 김지우

UCC

대상 우리집을소개합니다 김영규

최우수상 뉴스테이를알고계시나요? 봉승관

우수상
주거혁신정책뉴스테이 김태희

기분좋은상상뉴스테이 창지웅

장려상

Newstay You stay 남달리&조현주

해피뉴스테이 리조또

임대의달인임대리가전하는뉴스테이 뜬구름프로젝트

2016 뉴스테이로고송및UCC공모선정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