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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그린산단명암 광주형일자리에달렸다

현대차완성차합작법인설립이검토되고있는빛그린국가산업단지전경. 광주형일자리완성차공장설립사업의성사여부가산단

활성화를결정짓는다는점에서지역경제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현대차완성차공장성사여부

산단분양성패 활성화직결

차부품업체 법인투자자촉각

내년지방주택시장 흐림
광주 전남등매매가1.1%하락전망

내년지방주택매매가격은하락세가지

속될것으로전망된다.수도권의경우보

합세를유지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29일내놓

은 2019년 주택시장전망 보고서골자

다.앞서,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2019년

건설부동산경기전망세미나에서내년

도광주전남을비롯한전국주택매매값

이 올해보다 1.1% 하락하고 전셋값도

1.5%떨어질것으로전망한바있다.

주산연은내년도전국주택매매가격의

경우 0.4%(아파트-0.6%)하락하고전

세가격도 1.0%(아파트-2.0%)내릴것

으로전망했다.매매가격은올해말까지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

리, 내년도에는 서울 상승폭의 둔화 현

상, 경기도와 지방의 하락세 지속 등이

맞물리면서하락세가이어질것으로전

망됐다. 다만, 서울주택가격은올해대

비상승폭이크게둔화되나잠재된상승

압력요인으로매매 1.1%,전세 0.3%상

승세가유지될것으로분석했다.

지방의주택매매가격은내년0.9%(아

파트 -1.8%) 떨어질 것으로, 전셋값은

1.7%(아파트-3.0%)하락할것으로내

다봤다.

지방의경우▲수급조정에따른하방

압력 ▲지역기반산업의 지속적인 침체

▲아파트전세가격의하락현상이복합

적으로나타나면서경착륙및역전세리

스크가지속되고있는만큼지방시장에

대한집중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것으

로분석됐다.

/김지을기자dok2000@

지역경제계의시선이온통 광주형일자

리완성차공장설립사업 (이하광주형일

자리사업)의성사여부에쏠려있다. 침

체와 활성화라는갈림길에선부동산시

장의향배를예측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

◇분양성패달렸는데…=현대차완성차

합작법인설립이검토되는빛그린산업단

지를조성하는역할을맡고있는한국토지

주택공사(LH)광주전남지역본부는입장

에서는산단분양활성화와직결된다는점

에서전전긍긍하고있다.

당장, 최근 분양 신청을 마무리한 빛그

린산단내산업시설용지 50필지(33만㎡)

의경우공고이후분양필지를절반(25필

지)으로 줄였음에도, 신청업체는 실망스

러운수준에그쳤다는후문이다.

다음달12일부터입찰로판매하는빛그

린산단 내 지원시설용지(상업용지) 20필

지(2만9000㎡)와 주차장용지 6필지(1만

9000㎡)의분양성공여부도장담하기어

려운상황이다. 해당부지가식당, 숙박시

설, 병원학원등산단내종사자를대상으

로판매수익을내야하는업종인만큼확신

없이선뜻투자하기가어렵다는게일반적

시각이다.협상이성공적으로이뤄지지못

할경우친환경부품클러스터를비롯한산

단활성화도더디게진행될우려가커진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빛그린산단

의 민망한 분양률이 공개되면서 부담감

은더커진상황이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LH 국가

산단자료를인용, 4848억원을들여빛그

린산단을 조성하면서도 준공(2019년 12

월)을 얼마남겨놓지않은상황에서분양

률이 4%에머물고있다며강하게비판한

바있다.그는당시 정확한산업용토지수

요를파악해적기에공급하는게LH의최

우선과제라고지적했다.

◇사업성패가달렸는데…=자동차부품

업체나법인투자자들도촉각을곤두세우

고있기는마찬가지다.

당장,자동차산업이제조업의축소판으

로전후방관련산업이많다는점을감안

하면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이 확정될

경우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인근부지를확보하려고용지분양

에나섰는데유치가성사되지못하면낭패

를겪을수도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현재 추진중인

현대차광주합작법인설립이확정되면10

곳중6∼7곳이빛그린산단이전을고려할

수있다는업체들이많았다.

학원병원식당 등이 들어설 지원시설

용지에관심을갖고있는실수요자들도완

성차공장이들어서는데따라사업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귀를 기

울이고있다. /김지을기자dok2000@

힐스테이트 화순에첫 둥지

84㎡등 604세대전체남향…광주접근성좋아

힐스테이트 화순이 30일 견본주택을

열고본격분양에들어간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로는 화순에 처음

공급되는아파트로,화순군화순읍교리

239번지일대에지하2층~지상 30층규

모(6개동 604세대)로지어진다.

전용 면적별로는 ▲84㎡ 546세대 ▲

113㎡ 52세대▲179㎡ 6세대로, 전 세

대가남향위주로설계돼현대엔지니어

링이시공을맡았다.

화순지역아파트21개단지(1만233세

대)의 86%(8820세대)가지어진지 20

년이 지난아파트라는점에서실수요자

들을중심으로모처럼공급되는신규아

파트에대한기대감도크다.

화순은지하철1호선녹동역을기준으

로7.5㎞이내에위치하고신너릿재터널

개통으로광주와의접근성도좋고광주

에서넘어오는이주수요도많다.

최근 3년 간 화순 전입 인구는 1만

9414명으로, 이들 중 47%(9125명)는

광주지역거주자인것으로나타났다.아

파트 거래량도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939건으로 집계돼 지난 1년 간 거래량

(449건)을훌쩍넘어서는등수요가꾸

준하다.

군청,버스터미널,우체국등은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1㎞이내, 초(3곳) 중

(2곳) 고(1곳)등교육시설도아파트인

근에 위치해 있다. 광주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가능하다는점도수요자들의관

심을끌고있다.

특별공급청약은다음달4일시작하며

1순위 청약은 5일 진행된다. 당첨자 발

표는13일.계약은26~28일까지다.견본

주택은 화순군 화순읍 교리 210-1번지

옆에있으며입주예정시기는오는2021

년 7월이다.문의(1899-6220)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분양소식

남구최고입지에프리미엄아파트

남양휴튼봉선주월3차310세대

30일그랜드오픈

광주시남구에남양휴튼봉선주월3차

아파트가들어선다.

남양휴튼봉선주월3차아파트는광주

시남구주월동1283-1번지일대에지역

주택조합방식으로지어질예정으로, 63

~64㎡ 84~117㎡등 310세대규모로공

급된다.

봉선생활권에위치,교육교통생활인

프라 등이 우수한 게 강점으로 제석초,

서광중, 삼육초중, 대광여고 등을 도보

로통학할수있어교육환경도뛰어나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제 2순환도로를

통해광주전남혁신도시등광주시내외

로 이동이 가능하고 지하철 2호선도 인

근에연결될예정이어서한층편리해질

전망이다.

광주사직공원과월산근린공원,광주공

원, 유안근린공원등으로접근이용이해

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도높다. 여기에

남구청과롯데마트, 아울렛, 월드컵경기

장,전남대조선대병원,광주기독병원등

관공서와쇼핑의료레저시설등단지주

변으로생활인프라도풍부하다.

남양휴튼봉선주월3차는33층에달하

는호텔식아파트로막힘없는전망에잔

디그라운드등쾌적한자연환경을갖춘

데다, 상업시설과문화, 건강레저활동이

가능한고품격커뮤니티시설등이함께

들어서 원스톱라이프스타일을누릴수

있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

남양휴튼 봉선주월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관계자는 다양한편의시설과주

변교육생활인프라등모든조건을갖

춰투자자들의관심을끌고있다고말했

다.남양휴튼봉선주월3차는국제자산신

탁이 자금관리를 맡고 주택홍보관은 광

주시서구마륵동184-22번지에마련됐

다.문의(1811-7775번)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나주시빛가람동소재아파트형공장

-소재지 :전남나주시빛가람동186-1 이

노파크식스틴지식산업센터라동2층 201

호,202호, 203호, 204호, 205호, 3층 301

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4층 401

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관리번호: 2017-16678-021

-면적 : 대(지분) 1231.4845㎡ 건물

1881.3322㎡

-감정가격 :금37억5100만원

-최저입찰가격 :금18억7550만원

-입찰기간 : 2018년 12월 3일~2018년 12

월 5일(2018년 11월 22일기준유찰횟수

4회)

-내용 : 본건은전남나주시빛가람동소

재이노파크식스틴지식산업센터라동2층

201호외 14개호이며인근에공공기관,근

린생활시설등소재.

◆광주시북구용봉동소재아파트

-소재지 :광주시북구용봉동 1348-4동

성노블리 7층702호

-관리번호: 2018-02659-001

-면적 : 대(지분) 12.2602㎡건물 15.708

㎡

-감정가격 :금 5940만원

-최저입찰가격 :금 4752만원

-입찰기간 : 2018년 12월 3일~ 2018년

12월 5일(2018년 11월 22일기준유찰횟

수 1회)

-내용 : 본건은광주시북구용봉동용주

초북서측인근에위치하고주변에근린생

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

는지역으로주위환경은보통임.

※온비드홈페이지(www.onbid.co.kr)

에서입찰가능(콜센터1588-5321)

온비드공매광주 전남관심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