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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미분양아파트물량전남전체3분의1

무안 남악지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

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

황이지만 지역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이 잡혀 있어 자칫 집값 하락

등부동산경기활성화에도영향을미칠

지우려하는목소리가나온다

3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 3월기

준으로 전남지역 미분양 주택은 1409채

로 전달(1211채)보다 198채(164%) 늘

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미분양

물량은지난해 12월 627채에서 1월 1249

채로 622채(992%) 급증한 뒤 2월 1211

채로 소폭 줄었지만 3월 1409채로 다시

늘어났다

전남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무

안 오룡지구 대우 푸르지오(1531세대)

와 호반 베르디움(665세대)의 분양 공

급이 이뤄지면서 입주자를 찾지 못한

미분양 물량이 대거 통계에 반영된 게

주요원인으로전남도와무안군은분석

하고있다

무안의 미분양 물량은 3월 말 기준으

로 오룡지구에만 412채다 전남 미분양

물량의 292%를차지할정도로많다 부

동산업계는 이같은 상황에도 대규모 분

양물량이줄줄이대기하고있다는점에

서우려의시선을거두지못하고있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상반기 오룡지구

33블럭에 310세대(전용면적 84) 규모

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데다 동일 생

활권인 인근 남악지구에서도 올해 207

세대규모의주상복합아파트분양이진

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근 목포

상동 49층짜리 705세대 주상복합 아파

트도하반기분양이시작될것으로전해

지고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무안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 점도 이같

은이유때문으로 HUG는미분양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증가한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

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

구수의2배이상인지역)▲미분양우려

▲모니터링필요중하나에해당하는곳

을미분양관리지역으로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분양보증예비심사를받아야하며

받지않으면추후분양보증이거절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관계자는 무안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이후 미분

양물량이줄어들지않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5월말까지모니터링하고있다

면서 5월 말까지 지정 사유가 해소되

면 관리지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

했다

한편 올 3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5

만8004가구로 전월 대비 48%(2899가

구)가 감소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룡지구에만 412채

관리지역선정에도증가세

신규공급계획잇따라

집값떨어질라불안

무안남악지구항공촬영전경 <광주일보자료사진>

대학생청년들의행복주택광주일보 4

월 25일 14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

난해까지만해도 미달 사태를 빚었던행

복주택이 올 들어 입주자 모집 때마다 높

은경쟁률을기록하며수요자들이몰리고

있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

지역본부에따르면광주시남구진월동일

대 청년대학생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

주택입주자를모집한결과 460가구모집

에 958명이 신청해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신혼부부고

령자주거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

택이다

특히대학생과 1939세이하청년들에

게 공급하는 행복주택(16)의 경우 각각

23가구(대학생) 모집에 155명(67대 1)

129가구(청년) 모집에 587명(46대 1)이몰

리며인기를끌었다

아파트 임대료가 7만원 대로 주변 시세

(25만30만)보다 저렴하고 냉장고 책

상수납장 가스쿡탑이 기본으로 설치된

데다 인근에 광주대와 송원대학 등이 위

치해청년대학생수요가많은점등이젊

은층의관심을끈것으로보인다

다만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36

)은 204가구(일반) 모집에 113명만접수

해 미달됐다 비슷한 시기에 하남(78가

구)효천 2지구(192가구) 신혼부부용 행

복주택입주자모집이이뤄지면서수요가

분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주택 구

입 비용이 적게 들어 작은 평형대에 대한

수요가많지않은점도원인으로꼽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

제에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커지고있다

3일한국감정원이발표한 4월주택가

격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달광주

지역아파트매매가격은전월에견줘 0

21% 상승했고전남도 014% 올랐다 전

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06%)을 웃

도는 수치로 신규 아파트 입주와 개발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세를 이끌

었다는게부동산업계분석이다

올들어광주지역아파트매매가격변

동률의 경우 ▲1월 015% ▲2월 016%

▲3월 023% ▲4월 021% 등 오름세를

유지하고있다 지방아파트값이올 1월

(005%) 2월(004%) 3월(004%) 4

월(006%) 등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남도 비슷하다 전남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월 017% ▲2월 020% ▲3

월 014% ▲4월 014% 등으로 전국 평

균(1월 014% 2월 020% 3월 012% 4

월 006%)을넘어서는오름세를이어가

고있다

아파트전셋값도광주는전달대비 0

11% 전남은 007% 오르는등 4개월연

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셋값이 ▲1월 005% ▲2월 0

09% ▲3월 013% ▲4월 019% 등 4

개월째하락세를면지못하고있는것과

사뭇다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시장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는분석이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실수요자거래증가광주전남 아파트매매가오름세

광주021%전남014%

광주진월동행복주택경쟁률 208대 1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혜택이주어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

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8년

이상임대하겠다고등록한주택을종합부

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

고했다

정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

회의를거쳐이달중시행할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

대하기위해등록한주택으로임대보증금

의연증가율이 5% 이하로제한되는기업

형이나준공공임대주택은종부세를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8년 이상임대주택종부세대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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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월내동소재임야

소재지여수시월내동산66

관리번호201800666001

면적임야 1만8442

감정가격5억1637만6000원

최저입찰가격5억1637만6000원

 입찰기간201858  201859

내용여수시 월내동 소재 LG카본 공

장남서측인근에위치하고주변

에 공장 자연림 등이 있으며 주

위환경은보통임

영암군시종면소재답

소재지영암군시종면구산리 1615

관리번호201714801001

면적답 4744

감정가격6499만2800원

최저입찰가격6499만3000원

입찰기간201858  201859

내용영암군시종면구산리소재구산

마을북동측인근에위치하고주

변에답이있는농경지대임

※온비드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입찰가능(콜센터158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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