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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년 분양물량 감소청약 쏠림 심화

내년에는 올해보다 분양물량이 감소하

고 입지와 상품성을갖춘곳에청약수요

가몰리는 청약쏠림현상은여전히지속

될전망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

파트분양(승인) 예정물량은 32만여가구

로추정된다

가점제와 전매제한을 강화한 82 대책

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

단대출강화 11월 7일시행된민간택지분

양가 상한제 적용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

축초과이익환수제등의영향으로전년대

비분양물량감소가불가피할전망이다

올해 전국에 공급된 분양물량은 37만

8276가구(예정물량포함)였으나내년에는

이보다5만가구가량줄어드는것이다

이런가운데내년에는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시행여파로시세차익을노린일부

수요가청약시장에집중될가능성이크다

는관측이나온다

아울러 내년에는 신(新) DTI(총부채상

환비율)도 적용되기 때문에 인기 지역으

로만 청약 통장이 집중돼 지방의 미분양

증가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다주택자의분양시장진입장벽이높아

져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는 커졌으

나 1순위요건이까다로워지고중도금대

출보증한도가줄어자금마련부담은커

질전망이다

이에따라예비청약자는자신의무주택

여부 대출가능 금액 청약 1순위 요건 등

을고려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전문

가들은조언한다

부동산114 이현수 연구원은 82 대책

후속조치로청약제도가개편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전체 수요는 줄었지만 인

기단지 당첨 커트라인이높아지면서입지

와 상품성을 갖춘 곳은 당첨 경쟁이 치열

할것이라고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시장 규제가 엄격해지고

대출이용이까다로워질수록예비청약자

들의 청약 통장 사용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입지에따라청약결과가극명하

게갈리는양극화가앞으로더심화될것

이라고말했다

갈수록 높아져 온 33당 평균 분양가

는내년에는주춤할것으로전망됐다

2017년 전국 기준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1175만원으로 2016년 1052만

원대비 123만원높아졌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

트가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당 평균

4750만원으로 분양했고 강남권 재개발

재건축아파트가잇따라분양하며 2131만

원에서 2192만원으로올랐다

부동산114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가 시행돼 분양가 상승세는 내년에 제동

이걸릴것이라고예상했다

이어상한제적용가능성이있는지역에

대해 계량적 지표로 판단하면 수도권은

서울강남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경기성

남시 분당구가 적용 대상으로 유력하고

지방은대구중구수성구 강원속초등이

지정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민간분양가상한제여파

지역미분양증가불가피

1순위요건자금마련부담

2주택 이상 보유자(다주택자)가 빠르

게 늘어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 주택 3채 중 1채는 다주택자

의소유인것으로추정됐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제출한금융

안정보고서에서다주택자수는 198만명

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에 달한

다고밝혔다

다주택자는 20132016년 연평균 5

0%씩 증가했다 1주택자 증가율(22%)

의 2배가넘는속도로불어난셈이다

다주택자들이보유한주택은 457만호

로 한은은 추정했다 이는 전체 주택의

315%에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세종 충남 서

울 강원 등 5개 시도의 다주택 비율이

전국평균보다높았다

2분기말전체다주택자보유주택중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수준을 초과

하는주택은 530%로나타났다

특히강남서초송파강동 용산등서

울투기지역에서는 LTV 규제수준을초

과하는 비율이 782%에달했고구로 금

천 동작 관악등서울투기과열지구에서

도그비중이857%로높은편이었다

투기지역에서주택담보대출 2건이상

을보유한다주택자비중은 2분기말기

준으로 219%에달한것으로파악됐다

다주택자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편

이라고한은은평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연체율은 015%로 1주택자(018%)와

비슷했다

소득 금융자산을고려하면채무상환

능력도양호한가구의비중도높다고한

은은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비율은 높

은편으로파악됐다

2분기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한 다주택자의 연 소득 대비 총대출 배

율은 47배로 1주택자(30배) 수준을 상

회했다 연합뉴스

주택 3채 중 1채는다주택자소유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트러스트 부

동산이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

죄를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는 지난 13일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무등록 중개행

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

고벌금 500만원을선고했다

이번 2심은지난해 11월 11일검찰항소

에 따른 것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

소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45

사법연수원 28기)가그달 7일무죄로판결

나자검찰은바로항소했다

1심과달리이번 2심은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6차례

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23일 마지

막재판에서검찰은재판부에 1년징역구

형을요청했다

재판부는이날트러스트부동산이사실

상중개행위를했다고봤다

법원은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

래대상부동산정보를게시해이를기초로

거래를진행했고법률사무소소속직원이

거래당사자를조율하는방식으로진행했

다며 홈페이지운영약관에부동산중개

서비스라는점을명시했다는것을보면중

개행위를했다고인정된다고판단했다

트러스트부동산에서받은보수가중개

업이아닌법률자문에관한것이란반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순수하게 법률자

문만 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접촉

해 중개행위도 함께 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보수도법률자문대가라고만볼수없

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의 대가로 보는 것

이타당하다고말했다

트러스트 부동산 명칭에 대해서도 소

비자입장에서는공인중개사로오인할위

험있다며 이는유사명칭사용에도해당

된다고덧붙였다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

업중개사가아님에도개업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거래부동산정보인터넷사이트

에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

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내년에는인기지역으로만청약통장이집중되는 쏠림현상이지속돼지방의미분양증가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아파트공사가한창인광주도심전경<광주일보자료사진>

무등록중개 복덕방변호사 2심서 유죄

다주택자 198만명

457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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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동구충장로4가소재점포상가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

53 현대코아상가 제3층 제302호 제

303호 제305호 제306호 제307호 제

308호 제309호 제310호 제311호 제

312호 313호 제314호 제316호 제

317호 제301호

 관리번호201712357030

 면적대(지분)217건물3102 대

(지분)361건물99 대(지분)176

건물2516 대(지분)161건물

2296 대(지분)16건물22845

 대(지분)133건물189 대2

26(지분)건물3225 대(지분)2

81건물4002 대(지분)268건

물3828 대(지분)182건물2596

 대(지분)182건물2596 대

(지분)182건물2596 대(지분)4

12건물588 대(지분)372건

물531 대(지분)069건물987

 감정가격금 26769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214152000원

 입찰기간20171218 20171220

 내용본건은광주광역시동구충장로

4가 소재 충장동주민센터 북동측 인

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지하철역 및

시내버스승장장에위치하고본건주

위에는 각종 점포 및 상가 근린생활

시설이 밀집해 있는 노후화된 상가지

대임

전라남도화순군동면소재단독주택

 소재지전라남도화순군동면운농리

9665

 관리번호201706856001

 면적대 136 건물 2644

 감정가격금 2528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25280000원

 입찰기간20171218 20171220

 내용본 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신농마을 내 국도변에 위치하

고 국도주변의농촌지대임

※온비드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입찰가능(콜센터15885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