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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거주저렴한임대료공공주택노려라

올 해 광주전남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확정한 2018년 사업계

획에는 서민들이 챙겨볼만한 주택상가토지 공급 정보

가 담겨있다 일반 상가아파트보다 분양임대 가격이 저

렴하면서도 입지 여건과 고정 수요 등이 장점으로 꼽히

는 만큼 눈여겨볼만하다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

게 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수요자맞춤형아파트청년신혼부부라면LH 광

주전남본부는 광주 하남지구를 비롯 광주전남 10개 지

구에서 2279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하남지구(300가구)의 경우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입

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16 아파트

월 임대료가 7만5000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60

80% 싸다 신혼부부를 위한 36 규모 아파트도 18만원

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광주 진월지구에서도 30일 모집 공고를 내고 460가구

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460가구 중 16규모의 152가구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게 26 84가구는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36

224가구는 신혼부부 계층에게 각각 공급된다 대학생과

청년이 입주하는 평형에는 냉장고 책상수납장 가스쿡

탑이 기본으로 설치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고령자주

거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이들 중 젊은층

에 공급되는 물량으로는 지난해(200가구)에 견줘 무려 11

배가 넘게 확대됐다

LH는 또 ▲광주진월(460가구3월) ▲여수관문(200가

구5월) ▲광주우산(361가구6월) ▲광주용산(264가구

8월) ▲광주효천(264가구9월) ▲광주월산(30가구11월)

▲광주첨단(400가구12월) 등에도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는 계획이다 이외 LH는 8월 광주 화정2지구 내 2만5000

 부지에 6개동(1420층) 440가구가 들어서는 임대분

양아파트를 공급할 방침이다

상가임대토지분양도저금리시대 투자처로눈길

LH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여수수정 광주진월 광주하

남지구의 경우 상가 임대 운영자를 모집한다

LH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입찰 가격의 출발점이 되는 감

정 가격이 일반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분양 가격과 비교

해 경쟁력이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시각이다

용산지구 단지 내 상가(3개)는 10월에 분양자를 모집한

다 여수수정지구는 6월에 임대 운영자를 모집하고 진월지

구 7월 하남지구는 8월에 각각 임대 공고를 낼 예정이다

34층짜리 집 지어서 아래층은 상가로 임대해 매달 월

세 받고 위에는 내 집으로 사는 꿈을 꾸는 투자자라면 LH

의 토지 분양에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LH는 올 5월 광주용산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9필지(2000) 입찰에 들어가고 6월에는 빛그린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이주자택지) 261필지(8만2000

)를 추첨 분양한다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주거문제까

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청약때마다 투자자

들이 몰린다는 게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LH는 또 4월 고흥 남계지구 내 건설사들을 위한 공동

주택용지(2만3000)를 분양하고 광주효천1지구 내 근린

생활시설(6000) 입찰을 실시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공급

시기
사업지구 공급용도

필지

수
면적

추정

금액
비고

합계 427 1046 2783

3월 대불공단 근린상업용지 1 18 46 입찰

4월 고흥남계
공동주택용지

(분양)
1 23 139 추첨

4월 광주효천1 근린생활시설 5 6 107 입찰

5월 광주용산
점포겸용

단독주택
9 2 17 입찰

5월 광주용산 준주거용지 1 1 16 입찰

6월 빛그린

점포겸용

단독주택

(이주자택지)

261 82 262 추첨

8월 고흥남계
공동주택용지

(임대)
1 8 35 입찰

8월 고흥남계
상업준주거

근생
16 9 95 입찰

10월 빛그린 산업시설용지 132 897 2066 입찰

2018 토지공급계획
(단위천 억원)

공급

시기
사업지구 블록 규모() 주택유형 호수

6월
광주용산 11 29 46 국민임대 264

여수수정 H1 30 31 32 임대상가 3

7월 광주진월 A5 33 임대상가 3

8월 광주하남 A1 29 31 32 임대상가 2

9월 완도군내 01 26 36 46 국민임대 320

10월
진도동외

1 27 37 46 국민임대 110

1 24 영구임대 40

완도군내 01 23 영구임대 90

자료LH 광주전남지역본부

2018 국민영구임대주택 상가공급계획LH 올해 주택토지 공급계획확정

광주행복주택오늘부터모집공고

용산빛그린산단상가겸용택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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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북구오치동소재아파트

소재지광주시 북구 오치동 9291

혁신 2차 제 101동 제 17층

제1602호

관리번호201617697001

면적대(지분) 2864 건물 5978



감정가격9600만원

최저입찰가격9600만원

입찰기간2018409  2018411

 내용광주시 북구 오치동 소재 혁신

2차아파트 101동 내에 위치하

고 주위는 단독주택 등 주택지

대임

화순군화순읍소재아파트

소재지화순군 화순읍 대리 361 청

미래아파트 제 101동 제 4층

제 401호

관리번호201710324001

면적대(지분) 613798 건물 84

9754

감정가격2억원

최저입찰가격2억원

입찰기간2018409  2018411

내용화순군 화순읍 대리 소재 화

순제일중 남서측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점포 등이 들어서있음

※온비드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입찰가능(콜센터15885321)

임대주택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쉽게 하고 세입자들은 임대료 인

상 폭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구축

됐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

안의후속조치로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을 구축 다음달 2일 개통한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

대사업자는편리하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

임대주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민간임대 주택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임대사업자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간

편하게 임대사업자 등록 등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구청을 직접 찾아가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 별

도로 가지 않아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

동으로 신청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에도 별도로 주소지 변경신고를 할 필

요가없다

세입자의 경우 등록 임대주택 정보를검

색하고바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임대주

택에서는 48년 임대 의무기간 안정적으

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증액이연 5%로

제한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도 그동안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오

던데서벗어나임대사업자를 전산 등록하

고서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신고 등

을 안내하는 등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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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시스템 렌트홈 4월2일 개통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아파트 통

계가 서로 달라 혼선을 주고 있다 정확

한 공동주택 정보 제공을 취지로 공개

하는 통계라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 5만9104채

보다 30%(1799채) 증가한총 6만903채

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12월 707채이던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562채로줄었고

지난달에는 431채로 감소한 것으로 집

계됐다 반면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올

려놓은 2월 말 미분양 물량은 512채다

국토부 통계와 81채 차이가 난다 지역

민들 입장에서는 어떤통계가맞는지 혼

란스러울수밖에없다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취합한 통계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공했다는 설명이지

만 국토부는 공공 미분양 물량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만 통계로 제

공하면서 차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미분양 물량 감소세는 공급 물

량이쏟아지면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서울 등 수도권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전남의 미분양 물량의 경우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627채에서 지난 1월 1249채

로 크게늘었다가 지난달 1211채로 다소

줄었다고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따르면 수도권미

분양은 9070채로 전달 9848채 대비 1

2%(122채) 증가한 반면 지방은 5만933

채로 전달(4만9256채)보다 34%(1677

채)늘었다

규모별로 전국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달보다

105% 증가한 6245채이며 85 이하는

전달 대비 23%늘어난 5만4658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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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광주시아파트통계왜다를까?

공공물량포함여부따라집계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으로 영

업점을 방문하지않고도 모바일로 간편하

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밝혔다

HUG는 최근 우리은행과 모바일 전

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30일부터 모바일보증 상품 판매에 나

선다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부

터 발급까지 모든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하

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모바일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기간

보증금등 계약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향후다가구와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예정

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

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돼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가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는 상품이다

201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처음 도

입된 이후지난 2월말까지 약 9만 가구가

가입했다

HUG는 그동안 영업지사 위탁은행(우

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

나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인터넷보

증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품을 취급

해왔다

이번에 모바일로창구를 확대함에따라

가입이더편리해졌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

은 위비뱅크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세보증금 모바일로보증가입하세요

아파트가속속들어서고있는광주도심전경 <광주일보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