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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수기에도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보이고있다 새아파트입주물

량이 늘고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약세가 지속되는

전국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형국이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활성화를 거

론하기는섣부르다는분석이나온다

분양가 오름세광주전남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HUG)가 전국 민간아파트

의분양보증사업장정보를분석한결과

4월말기준광주의민간아파트분양가는

당 288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285만

4000원) 대비 112% 상승했다

광주지역아파트평균분양가는 1년전

보다 올랐지만 부산(당 386만3000원)

대구(352만4000원)대전(297만2000원)

울산(317만4000원)세종(313만1000원)

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실수요자

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면서 아파

트 매매전세값 지표가 상승세를 이어가

고 있는 데도 이러한 요인이 반영됐다는

분석도나온다

전남도당평균분양가가 235만5000

원으로 나타나 전월(당 234만8000원)

전년동기(210만6000원)보다올랐다

특히 전남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년 전보다 118%(24만9000원) 상승해

전국평균(925%)보다상승폭이컸다

각종 부동산 지표가 상승세를 이어가

면서 새 아파트 입주와 분양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달광주송정동(KTX역모아엘

가 341가구) 나주 송월동(달빛마을세움

트리 226가구)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오는 8월 광

주화정2지구내 2만5000부지에 332가

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4년 만에 추진

중이다

매매전세값도 상승세한국감정

원이 17일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5월 2주(14일) 기준

광주지역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7일)에

견줘 001% 전남은 003% 상승했다 전

셋값도 전남은 003% 광주는 001% 올

랐다 입지여건과개발기대감등이반영

된 것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

03% 전세가격은 010% 하락한 것과는

다른양상이다

최근 5주간광주지역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4월 16일 002% ▲4월

23일 007% ▲4월30일 003% ▲5월 7일

009% 등으로오름세를유지하고있다

전남 아파트매매값도 ▲4월 23일 0

04% ▲4월30일 003% ▲5월7일 000%

▲5월14일 003% 등으로 완만한 오름

세다

아파트전셋값도광주전남모두4개월

연속상승세를이어가고있으며최근 5주

간변동률도오름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부동

산시장 리뷰 보고서에서도 지난달 광주

주택매매가격은전월대비 020% 상승했

고 전남은 014% 올랐다 전세가격도 광

주는 011% 전남은 017% 상승했다

땅값도 지난 3월 기준 광주 039% 전

남 035% 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시장비수기에도광주전남은오름세

광주 분양가 당 288만원

개발 기대로 매매가도 올라

투자 활성화 분위기는 아직

광주전남을비롯전국 114만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좁은공간에

서 위생과 안전 등 열악한 주거 현실에

처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광주

전남 지역 주거빈곤 가구가 1년 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거 안정망

확충에대한목소리가높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

뢰해실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6만

가구표본) 결과에따르면전국 114만명

(59%)이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열

악한집에서생활하는등주거빈곤상태

에내몰려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면적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는 78만 7000가구(41%) 시설기준

을 채우지 못하는 가구는 63만 1000가

구(33%) 침실기준에미달되는가구는

6만7000가구(03%) 등으로집계됐다

최저주거기준은면적과시설 침실등

으로 나뉘며 면적 면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14미만인 방 1개 3인가구는 36

미만인방 2개이하다 시설기준으로

는 전용 입식 부억 전용 수세식 화장실

이나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좁고제대로씻기어려우며빛

이 잘들지않는주거빈곤에내몰려있

는가구는서울이 269%로가장많고경

기(213%) 경북(88%) 등으로많았다

수도권이 545%로 절반에 달했고 광

역시 151% 도지역 304% 로나타났다

광주는 10% 전남은 31%의 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인 주거빈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의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2016년(광

주 07% 전남 23%)보다많아졌다는점

에서 이들을 고려한 꼼꼼한 주거 복지

정책이절실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 1000 강원 24

서울 269 충북 23

인천 63 충남 39

경기 213 전북 29

부산 67 전남 31

대구 42 경북 88

광주 10 경남 62

대전 18 제주 07

울산 14 국토부제공

광주전남 주거빈곤층 늘었다

전국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단위%)

좁거나 시설 빈약

500가구이상공동주택에대한동별대

표자중임제한이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

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

임제한 완화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확대▲대수선요건완화등을포함

하고있다

현행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번만중임이가능하다 다만 500

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임제한이완화돼운영중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5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임 제한을 풀어 앞으로는 세

대수 구분 없이 2회 선출 공고에도 후보

자가없으면 3회째공고부터는중임한동

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대표는 무보수 봉사직임에도 직업

화하면서 관리비 비리 등이 일어나 지난

2010년중임제한규정이만들어졌다

그러나동별대표자가될수있는공동

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

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나서는 이가

많지 않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

는단지가적지않았다

또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자의 활용도

가낮아다른시설로용도변경을할수있

는 대상을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내력벽이나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등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 요건도 완

화 대수선과 그이외의 수선으로구분하

고서 대수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공사

는 2분의 1이상동의만받도록했다

부대시설과입주자공유복리시설의비

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

율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

주자등의2분의 1이상으로완화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동별 대표자 중임 가능

구분 18년 4월 17년 4월

전국 3220 2947

수도권

서울 6841 6366

인천 3457 3179

경기 3859 3604

5대

광역시

세종시

부산 3863 3289

대구 3524 3179

광주 2885 2854

대전 2972 2739

울산 3174 3578

세종 3131 2729

기타

지역

강원 2277 2068

충북 2631 2040

충남 2394 2221

전북 2317 2105

전남 2355 2106

경북 2440 2318

경남 2690 2401

제주 3925 3323

주택도시보증공사제공

전국민간아파트평균분양가격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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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산구신창동소재토지

소재지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683

84 68390

관리번호201713734011

면적전 57임야 1270

감정가격금 2억2494만원

 최저입찰가격금 2억2494만원

 입찰기간2018521 2018523

 내용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

대광로제비앙아파트단지 서

측에 접해있는 토지로 주변

은 공동주택 등이 있는 미성

숙주택지대로서주변환경은

보통임

광주시서구광천동소재다세대주택

소재지광주시서구광천동 62916

제 2층제203호

관리번호201616605001

면적대 25073 건물 28665

감정가격금 3400만원

 최저입찰가격금 3400만원

 입찰기간2018521 2018523

 내용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 광

천동 우체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주변에단독주택및

다세대주택이주를이루는주

택지대로주위환경은무난함

※온비드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입찰가능(콜센터15885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