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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규제 광주전남 아파트 공급 34% 감소

올해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공급물량

은주택건설사들의공급량조절에따라지

난해보다 34% 가량감소하고가격도조정

을거칠것으로전망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

르면지역소재주택건설등록업체를대상

으로올해아파트공급현황을조사한결과

금리인상과정부의부동산규제정책에따

라지역건설사들이공급량을조정할것으

로나타났다

지난해 지역 아파트 공급량은 광주

5989세대 전남 1605세대로 총 7594세대

였으나 올해는부동산시장 위축으로 34%

정도 감소한 5000여 세대가 공급될 것으

로예상된다

다른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까지 포함하

면중흥건설이김해내덕지구와부산덕포

1구역 광주북구임동재개발등을비롯해

9354 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지건설 8977

세대 우미건설 7417세대 제일건설 6837

세대 모아주택산업 5938세대 라인건설

4336세대 호반건설4029세대순이었다

주택건설협회는 올해 지역 부동산시장

은 세금과 대출규제로 수요가 있는 단지

위주로 재편이 예상되며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아파트위주의공급이주를이룰것으

로전망했다

주택시장 호황의 주 요인 중 하나였던

전세난은 올해도 이어지고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고대출금리마저오르고있어지

역부동산시장은어느정도조정을거칠것

으로예상했다

다만작년과같은수요발생을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긍정적지방선거등정치적환경과대통

령의대선공약인한전공과대학설립이호

재로 작용하면서 이로 인한 효과가 지역

부동산시장부양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

할것으로판단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측은 지

역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

겠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적 환경과 대선

공약인한전공과대학설립이설립이호재

로작용하면서지역부동산시장에긍정적

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라고분석했다

이에따라변화된주택시장의환경에맞

는정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수도

권 집값 잡기에 집중한 나머지 지방 주택

시장은방치되다시피하면서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준공 후미분양도 느는추세라

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대출과세금을

완화하고 청약 문턱을 낮춰주는 맞춤 정

책이요구된다고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발표

되는 부동산 대책의 도입 취지는 늘 공공

성을 앞세우고 있다며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다양한부작용을줄일수있는

정책당국의 섬세한 대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수

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한 나머지 지방 주

택시장은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매매가격

이 하락하고 준공 후 미분양도 늘고 있는

추세다며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

로재편하고침체기에들어서고있는지방

부동산시장에는 대출과 세금을 완화시키

고청약문턱도낮춰야한다고요구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청정고장강진에자연환경과잘어울리

는 쾌적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주목된

다한국토지신탁은1일강진에 강진코아

루 블루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고밝혔다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898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강진 코아루 블루핀은 지하 1

층지상 19층 총 3개 동 전용면적 84

109 총 194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

는 두 개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 175가구 ▲109 19가

구다 조감도

강진코아루블루핀의강점은자연친화

적인환경이다고층에서바다와탐진강이

보이도록했다도보로 10분이내에탐진강

이 위치해 강변을 따라 산책을 즐기기 좋

다 세계모란공원과 강진천변생태호수공

원 강진천 보은산등이있어쾌적한자연

환경을누릴수있다

강진에서가장높은19층으로설계돼랜

드마크로기대되며지역최초브랜드아파

트로희소성이높다

군내도심권에위치해생활인프라도좋

다행정구역상강진읍과군동면의경계지

점으로 강진읍생활권역권에속해강진읍

을통한중심생활권공유가가능하다 인

근에강진군청광주지방법원강진군법원등

행정기관과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소방서

의료원 강진종합운동장 하나로마트 전통

시장등생활편의시설도이용이편리하다

교육환경도잘마련돼있다 단지 인근

에 도보 통학이 가능한 계산초와 강진동

초 강진중 등이 있다중앙초의 경우 25인

승 통학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 원활한

통학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반경 2

이내에 전남 생명과학고교(마이스터고)

강진여중 강진고 등 학교시설이 밀집해

있고 공공도서관과 아트홀 등이 있어 교

육여건및문화시설이잘갖춰졌다

입주민들을고려한설계로주거편의성

도 우수하다 전가구 남향 위주배치와 4

Bay 확장혁신평면설계로개방감과쾌적

감을 높였다 충분한 수납공간 마련과 주

부의 이동경로를 생각한 주방 공간 배치

등실용성이돋보인다

한편 강진 코아루 블루핀의 견본주택은

전남강진군강진읍항교로10에위치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올해아파트공급현황
(단위세대)

중흥건설 9354

이지건설 8977

우미건설 7417

제일건설 6837

모아주택산업 5938

라인건설 4336

호반건설 4029

다른지역공급물량포함

<자료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올해 5000여세대공급예상

세금대출규제강화로위축

미분양느는지역정책필요

탐진강이보이는강진새랜드마크교육편의시설우수

광주전남부동산시장은올해규제정책으로인한위축으로 34% 정도감소한 5000여세대가공급될것으로예상된다 아파트가곳

곳에들어서고있는광주도심전경 <광주일보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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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동구소재점포및사무실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5715 55714 55714 외

1필지

관리번호201514198005

면적대 106 대 136 건물 299

4 미등기건물 1433

감정가격금 272162400원

최저입찰가격금 244947000원

입찰기간2018219 2018221

내용본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

동 소재 계림초등학교 북서

쪽인근에위치하며 대중교통

편인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

에 위치하고 있어 제반교통사

정은보통시됨

광주시북구소재아파트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2801 매곡동 부림아파트

제101동제14층제1408호

관리번호201605739001

면적대 22571 건물 5979

감정가격금 11900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119000000원

입찰기간2018219 2018221

내용본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

동 소재 하백초등학교 북동

측인근에위치하는매곡동부

림아파트로서 주변은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점포

등이 혼재한 아파트지대로서

주위환경은보통시됨

※온비드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입찰가능(콜센터15885321)

작년 세종시 땅값이 7% 이상 오르며

상승률 전국 1위를차지한것으로나타

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은 702%를 기록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부산(651%) 제주(546%) 대구(4

58%) 서울(432%)등순이었다

세종시는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제6 생활권 개

발사업이진행되면서인근투자수요도

높아지고있다 세종시중에서도금남면

(955%) 연서면(918%) 연기면(874%)

등지의 상승률이두드러졌다

전국땅값상승률은전년대비 118%

포인트확대된 388%를 기록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074%에서 2분

기 110%로급등했다가 3분기 106% 4

분기 093%를 기록하며 3분기 이후 지

가상승폭이점차줄어든추세다

전국 땅값 상승률은 2012년 096%를

기록한이후 5년연속전년대비높은상

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2013년 9월부

터 52개월연속상승중이다

경기(345%) 인천(310%) 지역은 전

국 평균보다는 낮았고 이로 인해 수도

권 전역(382%)도평균을하회했다

지방의 땅값 상승률은 397%를 기록

했다

세종과 부산 제주 대구 광주(4

17%) 전남(390%)등 6개시도는전국

평균을웃돌았다

전국 땅값은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433%) 계획관리지역(380%) 상업지

역(380%) 녹지지역(329%) 순으로 높

은상승률을보였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422%) 상

업용(388%) 전(363%) 답(349%) 공

장용지(260%) 임야(259%) 순으로 높

았다 연합뉴스

작년땅값상승률광주 42%전남 39%

상승률 1위는세종시 7%

코아루블루핀 194가구 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