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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무안군무안읍소재아파트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성남리

서라아파트 102동 1108호

관리번호 201609072003

 면적대 27933

건물 59985

감정가격금 8100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81000000원

 입찰기간 20170403  201704

05

 내용본건은전라남도무안군무

안읍 성남리 소재 무안버스터미널 서

측 인근에 위치한 서라아파트에 위치하

며 주변은아파트및단독주택 점포및

상가 등이 혼재한 시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전남화순군이서면소재답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578

 관리번호 201614264001

 면적답 1420

감정가격금 2130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21300000원

 입찰기간 20170403  201704

05

 내용  본 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소재 화순초등학교 이

서분교장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함 지

적도상 맹지이며 주위는 자연마을 임

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

지대임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최근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 면적 아파

트가 실수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전성시대를 쓰고있다 전용 60이하의

소형아파트들은환금성이높아주택시장

불황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요도

많아시장에서큰인기를끌고있다

28일부동산114자료에따르면주택시장

이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불황을 겪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동

안전국아파트값은011%로하락했다

같은기간동안면적별아파트값상승률

을살펴보면전용 60이하는 796%로 3

3당 691만에서 746만원상승했다 60

초과 85이하는 179%로 33당 839만

에서 857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85초과

는 33당 1089만에서 1008만원으로 7

44% 하락했다

가격상승률이높다보니소형면적아파

트를구매하는수요도많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

르면지난해아파트매매거래량은총 56만

1268건으로 이 중 47%인 26만4416건이

전용60이하아파트들의매매거래였다

소형 면적은 희소성도 높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따르면지난10년간입주했거나예

정인 아파트 물량은 총 300만6112가구다

이 중 전용 60이하의 공급 물량은 84만

4629가구로전체가구수에28%수준이다

최근 12인 가구 증가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

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인

가구수는 1019만7258가구로 2010년 834

만7217가구인것에비해22%나증가했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에도 소형 면적이

있는 분양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

는상황이다

실제로지난 23일 1순위청약을받은광

주시 남구 임암동 효천1지구 광주 효천

시티프라디움은 전용 84로 905가구 모

집에 2만1813명이 몰려 241 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기록했다

또 84이하의 중소형평을 공급한 광

산구 우산동 중흥 S클래스 센트럴은 평

균 513 대 1의높은경쟁률을보였다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단일타입으로승부한 무

등산광신프로그레스 역시평균 246 대 1

로모두 1순위마감에성공했다

한편 중흥건설은 광주시 남구 효천1지

구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615가구를

4월말분양할예정이다 역시모두 59이

하의소형이다

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소형평형의

인기 상승은 12인 가구 등 소형가구 증

가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여기에

부동산 시장침체 우려 중도금 대출금리

규제 및 상승 등과 맞물리면서 가격 부담

이비교적적은곳으로수요자들이몰리고

있다고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미국의 기준금리 추

가인상가능성이커지면서금융권대출금

리가 오르고있어소형아파트 선호현상이

더욱짙어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 소형 아파트 불황 모르는 청약 열기

국내 10대그룹 상장사가 보유한 토지

평가액이 74조원을넘어사상최대를기

록했다

재벌닷컴이최근자산규모상위 10대

그룹소속상장사의업무용과투자용토

지 보유액(별도 기준)을 집계한 결과 보

유토지평가액은작년말 74조1786억원

으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전년 말의 72

조1584억원보다 28% 2조202억원증가

했다

그룹별 상장사들이 보유한 토지 규모

를 보면 현대차그룹이 전년보다 04%

불어난 24조3478억원으로 1위를차지했

다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소재 옛 한국전

력 부지를 10조5천억원에 인수하면서

압도적 1위로올라섰다

삼성그룹은 02% 증가한 14조1496억

원으로 2위에올랐다 3위는롯데그룹으

로 04%늘어난 10조7756억원의토지를

보유하고있다

10대그룹중보유토지평가액이가장

많이 늘어난곳은 현대중공업그룹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보유 토지 평가액은

5조390억원으로 517% 급증했다

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재무구조개선을위해작년에보유토지

의 자산재평가를 해 1조7000억원대 평

가차익이발생한덕분이다

반면 GS그룹 상장사 보유 토지 평가

액은 1조1512억원으로 218% 감소해 10

대그룹중가장많이줄었다 GS건설이

재무구조개선을위해토지를대량매각

한영향이컸다

10대그룹 상장사 중에서 토지를 가장

많이보유한곳은롯데쇼핑으로보유토

지규모는 7조8405억원에이른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가 10조6097억

원의 토지를 보유해 2위를 차지했고 삼

성전자는토지보유액이 6조2761억원으

로 3위에올랐다

상장사별 토지 보유액은 기아자동차

4조7067억원 현대중공업 4조5222억원

현대모비스 3조4945억원 현대제철 3조

4545억원 삼성생명 2조6401억원 LG

전자 2조4877억원 SK네트웍스 2조

1911억원 한화생명보험 2조299억원 등

순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이정기)는 지난 27일 담양군창평

면사무소에서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설명

하는 이장님 안녕하세요 행사를 개최했

다고 28일밝혔다

이번 행사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서올해처음으로실시하는사업으로담양

창평을시작으로전지역에확대할계획이

다

설명회는 LH 수선유지급여제도에 관

한본사와광주전남지역본부간화상회의

에서농어촌지역홍보방안으로논의돼실

시됐다

특히임대보다자가소유가많은농어촌

특성상 주거급여 중에서도 자가개보수에

대한수요가컸으나이에대한정보제공이

적어지원을받지못했던참석자들로부터

큰호응을얻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주거급여 뿐 아

니라현재운영중인마이홈상담센터와연

계해지역민을대상으로찾아가는서비스

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다고말했다

이어 LH는 주택조사전담기관으로

2017년 광주전남지역에서 연간 2892호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과 6만9861호의 주

택조사사업을 실시해 맞춤형 주거급여제

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

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담양창평서주거급여제도설명회

10대그룹상장사보유토지 74조

현대차그룹 24조3478억 1위

삼성그룹 14조1496억 2위
최근 84이하경쟁률최대 24대 1

희소성환금성 높아 주택시장서 인기

12인 가구 증가 따라 수요자 몰려

최근자금부담이적은소형면적아파트가실수요시장에서주목을받고있다전용60이하의소형아파트들은환금성이높아주택시장불황기에도큰영향을받지않고수요도

많아시장에서큰인기를끌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