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제20434호 ��
부동산

��������	
���

전남나주시다시면소재답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6153

 관리번호 201611919001

 면적답 4000

감정가격금 5200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52000000원

 입찰기간  20170220  2017

0222

 내용본건은전라남도나주시다

시면죽산리소재산두마을남측인근

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순수경지정리지대로서

일반적인주위환경은보통시됨

전남담양군창평면소재답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 66

 관리번호 201610595016

 면적답 1603

감정가격금 30296700원

최저입찰가격금 30296700원

 입찰기간  20170220  2017

0222

 내용본건은전라남도담양군창

평면오강리에위치하고 사다리형평지

이며 현재 답으로이용중임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지난해광주지역오피스투자수익률이전

국6개광역시가운데가장낮은것으로나타

났다 반면 상업용부동산의 권리금있는비

율과권리금액수는상대적으로높았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4분

기및연간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결

과에 따르면지난해광주오피스빌딩투

자수익률은 244%로 전국 평균(580%)보

다 크게 낮았으며 서울(657%)을 비롯해

부산(611%) 대구(527%) 인천(523%)

울산(496%) 대전(292%)등 6개 광역시

가운데가장낮았다

오피스 공실률은 171%로 전년대비 0

2% 감소했으나 전국 평균 130%를 웃돌

았으며 오피스임대료는당 6만1000원

으로전년대비 13%하락했다

중대형상가투자수익률은 601% 소규

모상가는 645% 집합상가투자수익률은

659%로나타났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이 임차수요 부진

으로이어진탓으로풀이된다

광주 지역 상가 권리금이 있는 경우는

821%로 전년 825%보다 03%포인트 감

소했다

권리금이 있는 비율은 인천(876%)이

가장 높았고 광주는 그 다음이었다 상가

평균권리금은 4448만원으로서울(5572만

원)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전국 권리금 평균 4661만원 보다 213만원

적었다

전남 지역상가건물의투자수익률역시

전국평균보다비슷하거나낮았다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427% 중대형상

가는 477% 소규모상가는 576% 집합상

가는 527%로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수천만수억원 권리금을 주고받

으면서도계약서를작성하는경우가거의

없다는 점이다 권리금이 법제화되기 전

관행적으로권리금거래가이뤄지면서건

물주가중간에서권리금을가져가거나재

건축등으로건물에서나가면서권리금을

받지 못해 문제가 잦았다는 것이다 실제

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5월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을개정하고권리금거래표준

계약서를도입했지만한국감정원 조사결

과권리금거래를하면서계약서를작성하

는경우는아직도 12%에불과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권리

금 법제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

우가소폭늘었다고말했다

이번 조사는 오피스(일반 6층 이상)와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 소규모 상가

(일반 2층 이하) 집합 상가의 4개 건물유

형으로 구분해 조사됐다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이제도화됨에

따라 권리금 시장정보 제공을 위해 2015

년 최초로 실시됐으며 이번이 두번째 조

사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오피스투자수익률광역시중꼴찌

244%로 전국평균보다크게낮아

상가권리금은인천다음으로높아

지난해광주지역오피스투자수익률이전국 6개광역시가운데가장낮은것으로나타

났다 반면상업용부동산의권리금있는비율과권리금액수는상대적으로높았다 사

진은기사내용중특정사실과관련없음 광주일보자료사진

감정원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
기존 세입자가 점포를 넘기면서 영

업상 노하우나 지리적 이점 등을 대가로

새 세입자에게 받는 돈으로 장사가 잘되

는점포를넘기는대가인셈이다

권리금

상업용부동산임대시장동향 2016년연간투자수익률및권리금현황(9월)

광주

전남

오피스 중대형상가 소규모상가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권리금평균금액 4448만원

권리금유비율 821%

투자수익률(%)

오피스 중대형상가 소규모상가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오피스 중대형상가소규모상가 집합상가

권리금평균금액  4661만원
권리금유비율  675%

전국

244
601 645 659

580 634 593
693

427 477 576 527

지난달광주지역주거시설경매낙찰

가율과 토지경매시장은찬바람이몰아

친 반면 전남은 훈풍이 분 것으로 나타

났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지난

13일 내놓은 2017년 1월 지지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월 광주 주거시설은

51건이경매진행돼 31건이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886%로 전월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광주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80%대를 기록한 지난 2014

년 8월 865%를 기록한 후 2년 6개월만

이다

주요 주거시설 경매로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지산휴먼시아아파트 85에 18

명의응찰자가몰려감정가의 95%에낙

찰돼 1월 광주지역최다응찰자물건이

됐다

토지경매시장에도한파가몰아쳤다

최소월평균 2030건 이상은진행됐던

광주 토지 경매는 1월들어 진행건수가

14건으로 떨어졌다 설 연휴가 길었던

지난해 2월 12건에 이어 최근 5년 새 두

번째낮은진행건수다

낙찰도 5건에 그치며 역대 최저수준

을 기록했다 5건의 평균낙찰가율은

1560%로 2013년 2510% 이후 최고치

지만 낙찰건수가 적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반면 전남 지역 주거시설토지 경매

시장은훈풍이불었다 주거시설낙찰가

율은 3개월연속상승했다 주거시설경

매는 172건이 진행돼 77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893%로 전월대비 8

4%포인트상승했다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소재 주택에

118명의 응찰자가 몰려 전국에서 두번

째 많은 응찰자 물건이 됐다 구암촌마

을 내 위치한 구옥으로 귀농귀촌 목적

의수요가몰린것으로보인다

같은 달 전남 지역 토지는 경매로 총

303건이 낙찰돼 지역별로 최다 낙찰건

수를 기록했다 진행건수도 594건에 달

해전국에서가장많았다

충남의 경우 전남과 비슷한 583의 토

지가 경매에 나왔지만 낙찰건수는 180

건에 불과했다 1월 평균낙찰가율은 전

월대비 171%포인트 하락한 811%에

그치며크게하락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주거시설토지경매광주 냉랭 전남 훈풍

지난달 광주 주거 51건중 31건 낙찰 토지 14건

전남주거 172건중 77건 낙찰 토지는 303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빈집을 포함한 도

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

진할계획이라고 14일밝혔다

정부는 최근 빈집 증가로 주거환경 악

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과다한

사업비지출과조합원갈등을야기하면서

소규모정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특례

법제정을추진해왔다

새로제정된특례법은빈집의체계적정

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특례법으로 이관

해사업절차를간소화하면서관련지원을

확대한것이특징이다

LH는 현재 서울 중랑 면목 인천 석정

등 수도권 4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

사업지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조합설립등을추진하고있다

또LH보유자산 공유지를활용한다양

한유형의소규모정비사업을추진하고소

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젊은계층을위한도심지내행

복주택공급에도참여하고있다

LH는특히이번특례법제정으로올해

부터도심내빈집정비를위한사업모델을

개발하고시범사업후보지발굴에나설계

획이다

LH관계자는 특례법이본격시행되는

내년부터빈집및소규모정비사업에대한

공공지원과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할계획이라며 소규모정비사업이재개

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

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겠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LH 빈집소규모주택정비사업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