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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구선교동소재답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362

 관리번호 201612563002

 면적답(지분) 5385

감정가격금 196014000원

최저입찰가격금 196014000원

 입찰기간  20161128  2016

1130

 내용본건은광주동구선교동손

재 교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시 외곽지대의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

된지역으로현황은전으로이용중임

전남여수시만흥동소재임야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산182

 관리번호 201610264001

 면적임야 13032

감정가격금 104256000원

최저입찰가격금 104256000원

 입찰기간  20161128  2016

1130

 내용본건은전남여수시만흥동

소재 만흥IC 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환경은 자연림 등이 소재

하는임야지대임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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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

한 경우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

활해 다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심리한다

대법원은지난 14일서울중구신당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

진위원회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쟁점은지자체가내린조합설립인가

처분이판결로취소된경우해산한기존

조합설립추진위가 부활해 다시 추진위

활동을할수있는지다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구성된 추진

위는 일반적으로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받으면자동으로해산

한다

하지만 설립 인가가 나중에 취소된

경우에는추진위가그대로존속하는지

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

다

신당 10구역 조합추진위는 2007년 1

월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받아신당10

구역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후 해산했

다 하지만 법원이 2008년 6월 일부 조

합 설립 동의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

다는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 문제가 불

거졌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다시 준비하

기 위해 2012년 7월 구청에 추진위원

변경신고를했지만 구청은 추진위가

부활했다고볼수없다며불가통보를

했다

이에 추진위는 인가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급해 상실됐으므

로 조합설립추진위는 해산하지 않고 존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

다

1 2심은 조합설립이라는목적을달

성하지못한이상추진위는아직해산됐

다고볼수없다며추진위의손을들어

줬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진작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광주는 오

피스텔기준으로부산과서울에이어세번

째로 상승률이 높았고 상가로는 부산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

다

국세청이 최근 고시에 앞서 발표한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

가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광

역시의오피스텔과상가기준기준시가에

따르면광주시의오피스텔과상가기준시

가인상율은각각 338%와 419%를기록

전년도 323%와 163%에보다높았다 특

히상가는무려 256% 포인트나늘었으며

2014년이후꾸준하게오르고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자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오피스텔 6142동 50만8315호와

상업용 건물 6568동 50만7274호의 열람

을 위한 내년 기준가격을 공개했다 고시

전가격열람이란소유자와이해관계자에

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듣는절차다

이번고시대상은올해 1월고시된 95만

9657호보다 58%늘었다

전국 오피스텔의 내년기준시가예상치

상승폭은 384%로올해(156%)의두배가

넘어 2012년(745%) 이후가장높았다 상

가기준시가예상치는올해보다 259% 늘

어 2008년(800%) 기준시가 산출 기준이

바뀐이후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이 부산(653%)에

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470%) 광주

(338%) 경기(224%) 인천(157%) 대구

(142%) 대전(076%)순으로나타났다

상가도부산(576%) 광주(419%) 대구

(414%) 서울(247%) 대전(227%) 경기

(215%) 인천(212%)순이었다

구조조정이진행중인울산은오피스텔

(000%) 기준시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

장 낮았고 상가(143%)도 유일하게 하락

했다

단위(평균 1당) 면적당기준시가가높

은오피스텔과상가건물도공개됐다

전국 오피스텔중에서기준시가가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

스로평균 517만2000원이었다 특히 이곳

은문제가되고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가최근까지거주했던곳으로알려졌다 2

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르젠(510

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15위까지 서

울 강남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이 전부 차

지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으로 1당 기준시가가 1678

만1000원이었다 오피스텔과상가가합쳐

진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디

오트가 836만3000원으로가장비쌌다

한편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

가는 양도소득세산정 시 취득 당시 실거

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

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

(증여) 재산의 시가를알수 없을때활용

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시가표준액이적용되므로이

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무관

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www

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

gokr)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있으며이의가있으면홈페이지를통해

의견을제출하거나관할세무서에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오는

30일까지할수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 오피스텔 338%상가 419% 올라

미래친환경자동차 산업의중심지로 성장이기대되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내기존공장인근산업시설용지가

공급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빛그린 국가산단 내 존치공

장인근산업시설용지 14필지 10만7000(246억원)에대

해 입주업종 심사를거쳐 추첨방식으로 일반 실수요자에

우선공급을추진한다고 15일밝혔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광주시 최대 역점사업인 자동차

100만대생산기지조성사업의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통

과가 완료돼 현재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생산기

지로사업계획을전면수정보완중에있다

이에 따라 LH는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되는 존치공

장인근산업시설용지일부에대해우선공급을추진하고

내년이후사업계획변경등이완료되면본격적으로신규

공급추진할계획이다

이번에공급되는토지가격은당평균 23만원이며입

주업종은자동차첨단부품소재광산업등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급은 미래 친환경 자동자 산업

기지의메카로자리매김하고있는빛그린국가산단산업

시설용지를 선점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용지공급 절차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본부에

이달 29일부터이틀간입주신청을하면된다

자세한 공급일정과 입주가능 업종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매각공고를 확인하

거나 LH광주전남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623603175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재개발조합설립인가취소된경우

기존추진위부활다시활동할수있나?

빛그린산단산업용지 10만7000 공급

국세청 2017년 오피스텔상가기준시가 예고

오피스텔부산서울이어 3위 상가 부산다음 2위

LH친환경차클러스터중심당23만원

대법원전원합의체심리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광주지역오피스텔과상가의기준시가가부동산경기진작으로큰폭으로올랐다 광

주시서구치평동상무지구오피스텔중흥S클래스스카이31 전경 광주일보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