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제21118호2019년10월25일금요일 부동산

광주풍향동에랜드마크제시

최고급수입가구 마감재사용

포스코건설이광주시북구풍향구역재

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최고급

마감재에넉넉한주차공간을제시하며수

주전에 뛰어들었다. 광주의 중심으로 풍

향구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사업조건부

터 미래가치까지 꼼꼼하게 고려해 사업

성공은 물론 주거문화의 새로운 틀을 제

시했다는게포스코건설의설명이다.

24일포스코건설에따르면북구풍향동

600-1번지일원에광주랜드마크아파트

더샵을공개했다. 총 15만2314㎡부지

에 아파트 30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을짓는사업으로,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한다.

포스코건설은실내구석구석에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입주민들의 거주 품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주방에는 독일산 고

급 수입가구인 노빌리아 제품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주

방상판과벽은천연석영(石英)을 원료

로사용하는고품격대리석인브랜드(칸

스톤혹은비아테라)를사용할예정이다.

욕실에도아메리칸스탠다드가제작한세

면대양변기를제공하고, 욕실수전은독

일브랜드인그로헤제품을선보인다.

전 세대 창호에 슈퍼로이유리 등 프리

미엄 창호 설계와 주방에서도 외부 조망

이 가능한 조망형 주방창호가 도입된

다. 포스코강판기술로개발된고급인테

리어내외장재인 포스마블도거실아트

월선택옵션으로제공된다.

이밖에현관중문,이태리산도어락올

리바리,수입산원목마루,헤링본마루등

을제공한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업계 최초로 선보

인주택분야스마트기술 아이큐텍가적

용된다. 아이큐텍은 음성인식 스마트홈

등 편리기술(AiQ Convenience), 입주

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기술(AiQ

Safety),미세먼지저감을위한청정환기

시스템 등 건강기술(AiQ Health) 등을

아우르는스마트기술이다.

대단지에걸맞게세대당 2.5대의넉넉

한주차공간도제공한다.

한편, 지난 7일 광주시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시공사입찰마감결과, 포스

코건설과롯데건설이참여해치열한수주

전을벌이고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임대사업자의무기간안지키면과태료최대3000만원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

24일부터…임차인보호강화

민간임대사업자가임대의무기간을지

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렸을

때내야하는과태료가1000만원에서3배

인3000만원으로상향됐다.

국토교통부는임차인보호강화를위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시행

령을 24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개정된시행령에따르면임대보증금보

증가입의무대상을확대했다.

그동안보증가입의무는모든민간건설

임대주택과분양주택전부를우선공급받

아임대하는민간매입임대주택에한해서

만부과했다.

이렇다보니 분양주택 중 일부를 매입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반환받지못할수있다는지적이나

왔다.

국토부는보증가입의무를동일단지에

서 100가구이상매입임대하는경우까지

확대하고임대보증금에대한제도적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가입의무는 시행일 이

후신규등록분부터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

도 정비했다.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기로했다.

또임대의무기간위반행위에대해서는

과태료상한액을현행 1000만원에서 주

택 1가구당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

다.

임대 의무기간 중 임대를 하지 않거나

양도하는행위를근절하기위한조치다.

5%이내임대료증액제한등임대조건

위반시과태료는현행최대 1000만원이

하에서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최대3000만원으로차등부

과한다.

반면, 양도신고불이행등경미한의무

위반시과태료는임대주택 1가구당 100

만원으로인하했다.

국토부는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하는

세부기준도명확히했다.

신규분양주택의분양계약서를근거로

임대등록을하려면,잔금지급일 3개월이

내 또는 잔급지급일 이후 신청하도록 했

다.또임대등록후소유권을취득해야하

는기간을현행 3년이내에서 1년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관계자는 보증가입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강화되고임대시장의투명성이제고될것

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땅값3.63%↑…상승률전국세번째
동구용산지구재개발광산구산단조성호재등상승이끌어

전남나주 장성등3%이상↑ 천사대교개통신안도크게올라

광주 3.629

동구 4.049

서구 3.763

남구 3.604

북구 3.047

광산구 3.865

전남 2.979

목포시 2.869 곡성군 2.549 강진군 2.495 영광군 2.683

여수시 2.925 구례군 2.729 해남군 2.257 장성군 3.651

순천시 3.231 고흥군 2.409 영암군 2.362 완도군 2.605

나주시 3.673 보성군 2.225 무안군 2.9 진도군 2.465

광양시 2.816 화순군 3.632 함평군 2.874 신안군 3.538

담양군 3.469 장흥군 2.652

올해3분기누계전국지가변동률 <단위:%>

<자료:국토부>

올들어 3분기까지 광주지역 땅값이

3.63% 상승해 세종서울에 이어 전국에

서세번째로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 전

남도 2.98%올라전국평균땅값상승률

(2.88%)을웃돌았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9년 3

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보면올해3분기까지전국땅값은 2.88%

상승해 전년 같은 기간(3.33%)보다

0.45%포인트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3.96% 올라 가장 많

이 상승했고, 이어 서울(3.78%) 광주

(3.63%) 대구(3.39%) 경기(3.15) 전남

(2.98%)순으로전국평균을상회했다.

광주 땅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3.47%)에0.16%포인트올랐고,전남은

지난해같은기간(2.79%)에비해0.19%

포인트상승했다.

광주에서는 동구(4.05%)와 광산구

(3.87%)가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서구

는3.76%,남구는3.60%,북구는3.05%

올랐다.

동구는용산지구도시개발사업과계림

동 등 재개발구역 진행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다. 광산구는

빛그린산단 지역 내 개발 호재와 신가동

주택재개발,평동3차산단조성사업등이

완활하게추진되면서땅값이상승했다.

전남은 나주시(3.67%)와 장성군

(3.65%)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땅

값이 3% 이상 오른 지역은 화순

(3.63%), 신안(3.54%), 담양

(3.47%),순천(3.23%)이었다.

나주지역은한전공대유치에따른투자

수요증가및혁신도시성숙도증가로인

한개발기대감이컸던것으로분석된다.

장성은광주-장성광역도로사업확정및

덕성마을행복타운인근투자수요증가가

상승 호재로 작용했다. 신안은 천사대교

개통으로접근성이크게개선되면서땅값

이올랐다.

올해 3분기까지전체토지거래량은광

주전남모두감소했다.

건축물을포함한광주지역토지거래량

은4만6242필지로전년동기대비 23.7%

급감했다.최근 5년 3분기평균과비교해

도 15.9%감소했다. 전남도 13만1972필

지가거래돼지난해같은기간보다 5.1%

줄었지만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4%늘었다.

광주지역순수토지거래량은 7983필지

로전년동기대비 13.0%줄었다.전남지

역순수토지거래량도 9만1796필지가거

래돼지난해같은기간보다 2.1%감소했

다.

지가변동률과토지거래량에대한상세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또는 R-

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에서 확인

할수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입주민품격을높인다…포스코 더샵

광주입주경기75.0…4개월만에반등

전달비6.6P↑…전남 73.6

광주지역입주경기가넉달만에반등했

지만,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10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에 따르면 광

주지역전망치는전달보다 6.6포인트 오

른75.0으로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

(86.9→82.6→78.2→68.4)하며 60선으

로추락했다가, 70선을회복한것이다.

HOSI는공급자입장에서입주를앞두

고있거나입주중인단지의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판단하는지표로, 100을기준

치로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다

는것을,그미만이면입주여건이좋지않

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적치도여전히부정적이긴하지만전

달보다는크게개선됐다.실적치는85.1로

전달보다무려16.7포인트상승했다.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91.3→83.3→

77.2→68.4)했다가상승반등했다.

전남지역 주택사업자들도 입주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10월 전남 HOSI

전망치는 73.6으로 전달(71.4)보다 2.2

포인트증가했다.

분양받은새아파트에어떠한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한 미입주율은 다시 커졌다.

지난달광주전라권미입주율은77.2%로

전달 83.1%보다 5.9%포인트 늘어났다.

10월아파트입주예정물량은광주는4

개단지 1482세대, 전남은 3개단지 473

세대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아파트매매가소폭상승

전세가격 5주연속상승세

가을이사철수요로10월광주지역아파

트매매전세가격은미미한상승세를이어

갔다.반면전남은오름세가한풀꺾였다.

24일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따르면 10월셋째주광주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주에 이어 0.01% 상승

했다.

광주는지난 4월첫 주부터 26주 연속

하락세를보이다가9월5주째에0.00%로

멈췄다. 가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달 둘째 주부터 미미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있다.

전세가격도 0.01%상승해지난주와같

은상승률을보였다.광주전세가격은지

난달 23일부터 5주연속상승세다.

전남지역아파트매매가격은지난주상

승(0.03%)에서 보합(0.00%)으로 전환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