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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남구송하동소재대지

소재지광주시남구송하동 12786

관리번호201710687001

면적대 752

감정가격금 42488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424880000원

입찰기간20171120  20171122

내용본건은광주광역시남구송하동

효천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

치하고 부정형경사지로주거나

지(자연림)로 이용 중이며 주위

는정비된주택지대임

광주시동구충장로4가점포상가

소재지광주시 동구 충장로4가 53 현

대코아상가 501호 601호 701

호 801호

관리번호201712357026027028

029

면적대 3716건물 53021

대 3352건물 47822

대 21 건물 29962

대 1818 건물 259375

감정가격금 95143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951430000원

입찰기간20171113  20171115

내용본건은광주광역시동구충장로

4가 소재 충장동주민센터 북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

는 각종 점포 및 상가 근린생활

시설이밀집해있는노후화된상

가지대임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광주업무시설낙찰가율절반 뚝

순천등전남토지경매시장 후끈

지난달광주지역업무상업시설경매낙

찰가율(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큰 폭

으로떨어진반면전남지역토지낙찰가율

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100%이상을기록하는등활기를띠였다

법원 경매전문업체지지옥션이최근발

표한 2017년 10월 지지경매동향보고서

에따르면광주지역업무상업시설은총29

건 경매가 진행돼 10건이 낙찰됐다 낙찰

가율은 566%로 전월 843% 대비 277%

포인트떨어졌다

업무상업시설 낙찰총액 162억원 중

87%에 해당하는 141억의 낙찰가를 기록

한 동구 금남로 2가 대한주택개발 소유의

16층 무등빌딩이 감정가의 563%에 낙찰

되며사실상업무상업시설낙찰가율을확

정지었다 해당 물건은 삼라가 삼라해

운 사옥 이용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것으

로알려졌다

주거시설은총89건이경매에나와40건

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933%로

전월대비08%포인트하락하며비슷한수

준을유지했다

다만 평균응찰자수는 11명 감소한 42

명에 그치며 지난해 4월 39명을 기록한

이후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주요 낙찰 사례로는 서구 금호동 소재

금호동코아루아파트 134 경매에 17명

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99%인 3억

5895만원에 낙찰됐다 해당물건은 이달

광주최다응찰자물건이다

반면 전남 지역의 토지 낙찰가율이 2개

월 연속 100% 이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토지 경매는 총 464건 경매가 진행돼

228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103

4%로 전월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이

는 지난해 11월 1073%를 기록한이후 11

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또 2개월 연속

100% 이상을 기록한 적은 2001년 1월 통

계작성이후처음이다

순천시서면구상리소재기타부동산및

임야 3만1873 경매에 2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12%인 42억1300만원에

낙찰되며 이달 전남 최고가 낙찰 물건이

됐다 완도군완도읍화흥리소재전 1025

 경매에는 20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

가의 245%인 3010만원에 낙찰돼 10월 전

남지역최다응찰자물건이됐다

주거시설은 총 205건 경매에 나와 이중

68건이낙찰됐다 평균낙찰가율은 951%

로전월과동일한수준을유지했다

진행건수는전월대비두배가까이늘어

났으나낙찰건수는 21건증가에그쳤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

부동산사장의가격이아직까지유지되고

있으며 경매시장에서도 지난 2년간 고경

쟁고낙찰가가유지되면서이에익숙해진

낙찰자들이 아직까지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낙찰률경쟁률

지표가본격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어자

연스럽게 낙찰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전

망했다

한편잇따른부동산규제로주택매수세

가감소하는가운데경매시장도투자수요

가 눈에 띄게 줄었다 경매 경쟁률을보여

주는지표인전국낙찰가율이전월(395%)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78%을 기록하

며지난2년내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법원경매법정앞복도에서물건을확인하는사람들 광주일보자료사진

10월광주주거시설40건낙찰

평균응찰자 42명 소폭하락

부동산규제로투자수요급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에게

은행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對還)해주

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으로 구성된 집주인 임대주

택 사업에 융자형 사업을 신규로 추진

할계획이라고최근밝혔다

융자형 사업은주택담보대출등은행

대출이있는다가구등집주인에게저리

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을

대환하도록 도와주고 정식 임대사업자

로등록하게하는내용이다

집이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로공급된다는점에서는매입형등

기존집주인임대주택사업과같지만임

대 관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

고 집주인은 고정 수익을 챙기는 기존

사업과 달리 융자형은 집주인이 직접

임대사업을할수있다는점에서차이가

있다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

에게 연 15% 수준의 저리로 주택도시

기금을빌려줘다가구등을수선(리모델

링형)하거나 매입(매입형)하게 지원하

는 대신 이를 LH가 관리하면서 임대로

공급하고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주는

사업이다

이와 달리융자형은 집주인이 임대사

업자로 등록해 장기임대 및 전자계약시

스템사용이의무화되는한편임대료인

상억제등의규제도받게된다

임대주택의 관리나 임차인 선정 등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 있되 집주인이 원

하는경우기존사업과같이 LH의위탁

을받을수도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2500억원을 투입해

융자형 사업을 6000실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매입형이나리모델링형

사업이 각 1000실로 계획된 것과 비교

해 첫 사업임에도 대규모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등으로인해은행이자가부담스러

운다가구나다세대주인들이대출부담

을줄이는대신임대주택사업자로등록

하게 해 공적임대를 확충하자는 취지

라고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가 실시

한 2017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

서GS건설의 자이(Xi)가 2년연속 1위를

차지했다

닥터아파트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 5

일까지 만 20세 이상 회원 1940명을 대상

으로 국내 아파트 브랜드 40개에 대한 아

파트브랜드파워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이같이나타났다고밝혔다

올해브랜드파워조사에서인지도(무제

한 응답) 선호도(3곳 복수응답) 브랜드

가치(1곳단수응답) 등 3개 부문응답률을

합친종합순위에서자이는 1754%로 1위

를차지했다

자이는브랜드인지도선호도가치도3

개부문에서모두 1위를차지한것으로나

타났다

이어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이 1402%

로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이 1120%로 3위를차지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래미안(1117%) 포

스코건설의 더샵(979%)이 45위였다

이밖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대우

건설의 푸르지오 현대산업개발의 아이

파크 SK건설의 SK뷰 한화건설의 꿈

에그린이 10위권에들었다

10위권 밖에서는 우미건설의 우미린

이지난해 24위에서올해 11위로뛰어오르

며약진했다우미린은최근의정부민락2

지구 시흥은계지구 동탄2신도시등에서

분양에성공해브랜드파워순위가급상승

한것으로풀이된다

이번설문에서응답자들이선택한아파

트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지역 랜드마크 단지여서(356%) 주변

입소문(309%)을많이꼽았다

또 동일 입지에서 아파트 구입 시 최우

선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브랜드

(5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단지규모

(134%) 가격(129%) 시공능력(88%)이

뒤를이었다 연합뉴스

브랜드가치를높이평가하는이유

단위

%

지역랜드마크

356

주변입소문

309

본인거주경험

177

건설사규모

144

기타 13아파트브랜드파워 1위는 자이

자료닥터아파트

부동산조사업체 1940명설문

다가구집주인임대사업쉬워진다

국토부 대출금저리대환

광주업무상업시설평균낙찰가율

843%

566%



277%P

9월 10월

주거시설낙찰가율

941%
933%


08%P

9월 10월

전남토지평균낙찰가율

1013%
1034%


21%P

9월 10월

자료지지옥션

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