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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불로동관광호텔

소재지광주광역시동구불로동160

1 14511611621162216311635

19821 토지및위지상건물 B동건물

관리번호 201614049001

 면적  대 2776 대 661 대

1917

대 198대 8099대 3868

대 2777대 187건물 160059

건물 534018제시외 643

감정가격금 8426432050원

최저입찰가격금8426432050원

입찰기간20170501 20170503

 내용본건은서남대학교병원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점포등이혼재하는후면상가지대임

광주광역시동구산수동아파트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10동 1502호

관리번호 201618022001

 면적대 50057

건물 9458

감정가격금 21100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211000000원

 입찰기간 20170501  201705

03

 내용  본 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소재 율곡초등학교 서측인근

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상가 학

교등이소재하는아파트지대임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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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 부담은 커지는데 공급량은

많아져중산층위주로주택구입에나서

작년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점유

율이사상최고치인 568%를기록했다

전세가월세로꾸준히전환돼작년임차

가구중월세비율이60%대를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국토연구원과한국리서

치에의뢰해작년 79월전국 2만가구

를대상으로개별면접해조사한 2016년

도주거실태조사를 25일발표했다주거

실태조사는격년으로이뤄진다

자가점유율은 2014년 536%에서 작

년568%로상승했다이는 2006년조사

가시작된이후최대치다

국토부관계자는 전세가는오르는데

주택공급은늘어나고저금리로주택구

입 여건도 좋아져 임차가구 중 자가를

소유하게된경우가늘어난것으로분석

된다고말했다

준공 기준으로 주택공급량은 2014년

43만호 2015년 46만호 작년 51만호 등

으로계속늘고있다

지난달전국아파트매매가격대비전

셋값비율(전세가율)은 757%를기록했

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은 소득계층별로

양극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저소득층(가구소득 10분위중 14분

위)은 자가점유율이 2012년 504%에서

2014년 475%에 이어 작년 462%로 하

락추세다 연합뉴스

금리인하와 경기불황으로 마땅한 투자

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이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와단지내상가분양에몰리

고있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업계에따르면올해 LH가 분양한단독주

택용지와단지내상가가여전히인기리에

청약되고있다

단독주택용지는저층에상가를지을수

있는 점포겸용 용지와 주택만 지을 수 있

는주거전용용지로나뉜다

LH에 따르면지난달분양한양산물금

2지구의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29필지의

경우평균경쟁률이 271대 1에 달했다 특

정필지의최고경쟁률은 1427대 1로 1000

대 1을넘었다

역시 지난달분양한주거전용단독주택

용지도과열양상을보였다 김해율하2지

구 37개필지의경우평균경쟁률이 309대

1 최고경쟁률이 1333대 1에달했고 동해

월소지구 21개 필지도 평균 경쟁률 233대

1 최고 경쟁률이 1206대 1에 이르며인기

몰이를했다

광주전남 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

난 3월 LH가 공급한 광주시 남구 효천지

구 주거단독용지(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5필지)에 총

7492명이청약했다 주거전용단독주택용

지의 경쟁률이 250대 1 점포겸용 단독주

택용지의경쟁률이 508대 1에달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 18일 이후 공

고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도점포겸용처럼해당지역에거주하는세

대주로청약자격을제한하기로하면서자

격 강화 이전 마지막 분양물량을잡기위

해청약자들이대거몰린것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은 특

별히강화되지않아앞으로도투자열기는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행 택지

개발촉진법령상 단독주택용지는 원칙적

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

지되고 등기 전에 매각할 때는 사업시행

자로부터공급받은가격이하로만가능지

만실제로는다운계약서를작성하는방식

으로상당수거래가이뤄지고있어서다

LH가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도

없어서못팔정도다

LH 조사 결과 지난해 공급한 단지 내

상가 421개 점포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공급 예정자의 179

3%에달했다

올해도 2월에분양한16개점포와 3월의

16개점포 4월의 22개점포가전부낙찰돼

주인을 찾았고 평균 낙찰가율도 170

1827%에 달했다 2월에 공급한 구리 갈

매지구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44대 1 평

균 낙찰가율은 229%이었고 이달에 분양

한하남미사단지내상가는경쟁률이평

균 33대 1 낙찰가율이 236%로 과열양상

을보였다

전문가들은당분간이들상품의인기가

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단독주택용지청

약자격강화로경쟁률은종전보다다소낮

아질 수 있지만 저금리로 인해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 등은

여전히투자에나설가능성이크다는것이

다

한편 LH는광주전남지역에▲4월광

주용산(단독주택 31필지 이주자 한정)와

목포용해1(공동주택 1필지) 목포용해2

(공동주택 1필지) ▲5월 광주진월(상업업

무 1필지)와 광주효천2(상업업무 2필지)

여천돌산(상업업무 1필지) 고흥남계(공

동주택 1필지 상업업무 8필지) ▲6월 광

주효천1(상업업무 14필지) ▲7월 광주용

산(상업업무 13필지)▲9월고흥남계(단독

주택 12필지 상업업무 19필지)와 광주선

운(상업업무 1필지) 등을 공급할 계획이

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단독주택용지단지내 상가 분양 돈 몰린다

저금리에 투자수요 여전  경쟁률낙찰가율 고공행진

남구 효천지구 7400여명 청약  경쟁률 최고 500대 1

호남대는지난 20일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자산전문가과정 개강식을열고부동산실무전문가양성교육을시작했다 호남

대사회융합대학원과평생교육원이공동주관하는부동산자산전문가과정은부동산입지개발주택사업을이해하고체계적

인부동산정책및시장분석과금융감정등에관한종합적실전분석으로효율적부동산자산관리를위한실무전문가를양성하는교육이다 오는 7월까지 3개월과정으로진행된

다 호남대제공

지난해자가점유율 568% 사상최고치

호남대부동산실무전문가양성교육

땅에이어건물도상속인이신청하면보

유현황정보등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

나상속인이신청하면건축물보유정보를

공개하는내용이담기도록건축법을개정

할계획이라고 25일밝혔다

현재상황에선개인정보보호를위해건

축물의주소를조회해야만소유자정보를

공개하고있다

이 때문에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

는사람이상속인들에게어떤건물을갖고

있는지구체적으로알려주지않고사망한

다면 상속인들은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

땅치않다

조세당국을 통해 고인의 세금 부과 내

역을확인하는것도간단치않은일이라고

국토부관계자는전했다

건축법을개정하면건축물유산상속과

관련한 국민 불편과 그와 관련한 상속인

간분쟁도줄어들것으로국토부는기대하

고있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으로 고인의 이름만으로 찾

을수있었다 건축물정보제공은이런기

능을확대하는차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는 소유관계가

간단해 대국민 서비스를 했지만 건축물

은지어졌다가없어질수도있어권리관계

가 복잡해 정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

았다고설명했다

이번 건축법개정안에서는건축물허가

권자가건축물소유자의주소등건축물대

장의기재내용을지속적으로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도 추진한

다

건축물소유자가등기소에주소변경을

신청하지않아건축물대장상주소와실제

주소의일치율은 40%에불과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이같은

건축법개정작업을마무리한후조회시스

템등을갖추고내년부터시행한다는계획

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건물도상속인이신청하면보유현황정보공개해야

국토부 건축법개정내년부터시행계획

국토부 2016 주거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