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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용봉동소재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405 유창하이리

빙맨션 101동 2층 212호

 관리번호  201614013001

 면적  대 1958

건물 49725

 감정가격  금 81000000원

 최저입찰가격  금 81000000원

 입찰기간  20170417  20170419

 내용  본 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소재 전

남대학교 서측에 접하여 위치한 유창하이리빙1차

101동 2층 212호로서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학교 단독주택 등으로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은 무난함

전남무안군삼향읍소재소매점

소재지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39 영산주차프라

자 1층 123호 124호 125호

 관리번호201606066001

 면적주차장(지분) 222

건물 504 주차장(지분) 222

건물 504 주차장(지분) 4836

건물 10965

 감정가격금 167700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1677000000원

 입찰기간20170417  20170419

 내용본 건은 전남도청 남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

건물 영산주차프라자내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이 소재하는 중심상가지대로서 환경은 보통임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가구 중 4분의 1 가구는 3년 사이

내 집을 마련했지만 다른 4분의 1

은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

다 2014년 초이노믹스의 터널

을 지나면서 전세를 포기한 가구

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지난 11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

면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

임연구원은 전세제도와 전세가

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서 전

세의 월세화 추세에 전세가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2014년 전월

세 거래량 146만7000여건 중 월

세의 비중이 410%로 2012년 34

0% 2013년 394% 등 꾸준히 늘

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2012년 이후

패널조사를 시작한 통계청의 가

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데

이터를 이용 20132015년 사이

주거유형변화를 추적 조사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2203가구를 2015년까

지 추적 조사해 이들이 전세금 증

가와 월세화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489%인 1077가구(1그

룹)는 3년 동안 변동 없이 전세 형

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포기한 나머지 가구의

주거 형태는 갈렸다 248%(547

가구 3그룹)는 집을 사 자가거주

로 전환했지만 263%(579가구

2그룹)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

를 경험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

한 2014년 7월 이후 부동산 경기

를 띄워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

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초이

노믹스 정책을 펼쳤다

LTV(담 보 대 출 인 정 비 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전세는 월

세로 전환되고 전셋값은 폭등하면

서 서민 주거비가 늘어 경기 활성화

를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상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75%는 그대로 전세를 유지했거

나 월세로 전락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조사대상의

경상소득 자산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순 자산 가

구주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

여부와 각 그룹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경상소득이높고 순 자

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점

유로 전환할확률이높았다

반면 월세를 경험할 확률은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

록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 선임연구원은 전세가구의

주거 형태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최초의 연구로 전세가구의 미

시적 주거유형 선택형태를 실증

분석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세 보증금 제도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20112014년큰혼란이 있었다

며 이번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마련의징

검다리로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포자宅

전세가구 26% 내집마련포기월세반전세전락

한국재정학회분석초이노믹스 이후 3년 새

광주전남 지역 주택 종합 전월세전환율은 꾸준

히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2월 광주전남 지역 아파

트 전월세 전환율은 7대특광역시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내놓은 2017년 2월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에 따르면 광주 지역 주택 종합 전월

세전환율은 69%로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때적용

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

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

이다 전환율 69%를 적용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계산하면 월 57만5000원(연 690만원)이다 전환율

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보증금에 대해 그만큼 월

세가 늘어나게된다

광주 주택종합전월세종합율은 지난해 7월 77%

를 기록한 후 7개월째연속 01%씩하락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53%로 전월과

같았으나 7대특광역시 가운데 가장높았다 연립

다세대주택은 71%로 전월대비 02% 하락했고 단

독주택은 104%로 전월과같았다

전남 지역 주택 종합 전월세전환율은 75%로 전

월보다 03%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82% 이후 4

개월째하락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69%로 전월대

비 04% 하락했으나 전국에서 가장높았다 연립다

세대주택은 109%로 전월에 비해 01% 상승했고 단

독주택은 113%로 전월에 비해 03% 상승했다

한편지난 2월 주택종합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전

월과 동일한 64%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아파트가

지난 1월 47%에서 2월 46%로 떨어졌다 반면 연

립다세대는 65%에서 66%로 단독주택 82%에

서 83%로 각각 올랐다 입주 단지와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전환율이떨어진것으로풀이된

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아파트전월세전환율 전국 최고

광주지역아파트전월세전환율이전국최고수치를기록하면서서민들의월세부담이증가하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2월 광주 69%전남 75%

월세부담가계재정악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진월지구 내 의료업무 시설용지 등 광주전남지역

총 5필지 1만3000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

다고 11일밝혔다

공급 대상 토지는 의료업무 시설용지 1필지

(6832) 효천2지구 일반업무 시설용지 2필지

(5235) 문흥지구 주차장용지 1필지(757) 여

천돌산지구 준주거용지 1필지(213)다

진월지구와 효천2지구는 광주 남부권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인근에 광주대학교빛고을노인건강

타운송암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다

또 제2순환도로 국도 1호선 지방도 817호선을

통해 광주시청과 빛가람혁신도시 등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문흥지구 주차장용지는 광주 북구의 중심지역

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으로 우수하며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이 가능해 다양한 실수요자 계층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천 돌산지구는 돌산대교 거북선대교를 통한

시내 접근성이 양호하고 남서측에 위치한 경도 개

발호재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광주

전남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062360

3175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H 보유토지 5필지공급

광주진월지구여수돌산지구등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