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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주택거래에서아파트가차지

하는비중이 10건중 8건이상인것으로

파악됐다.

실거주보다투자개념으로아파트를사

고파는사례가많다는뜻이지만,최근광

주아파트전세가율이하락하는추세여서

갭투자도다소위축될것으로보인다.

27일경제만랩이한국감정원의주택거

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주택거래량159만9498건중아파트

거래는 121만7661건(77.58%)이었다.

아파트거래량은전년(132만1341건)

에비해 7.85%포인트떨어졌으나,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비중은 통계

가시작된 2006년가장높은비중을기록

했다.

광주는 주택거래에서 아파트 비중이

83.75%로울산(90.53%)에이어광역시

가운데가장높은것으로파악됐다. 이어

대전 83.48%, 대구 82.35%, 부산

81.08%등순이었다.

수도권가운데경기도는아파트거래비

중이 81.34%로, 서울과 인천은 각각

61.46%, 73.78%로확인됐다.

이처럼주택거래에서아파트가차지하

는비중이높아지는것은아파트를단순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바라

보는시각이많아진게주요원인으로꼽

힌다.

전국주택시장이아파트위주로흘러가

고있고,광주의경우주택중에서도유독

아파트가격이독보적으로치솟았다는점

에서 아파트 구매가 대표적인 부동산 투

자로여겨지고있다.

다만 최근 들어 광주지역 전세가율이

하락하고있어전세레버리지(Leverage

)를 활용해투자에나서는 갭투자가어

려워질것으로예상된다.

지난해 1월기준광주지역아파트전세

가율은 72.5%에서올해 1월 70.4%로 1

년새 2.1%가하락했다.

입주물량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대

출규제가강화됨에따라시세보다저렴하

게전세를내놓는등전세가율하락현상

이나타나고있다는게부동산업계의분

석이다.

오대열경제만랩리서치팀장은 전세가

율이 하락하면 매매 전환에 투입되는 비

용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며 광주지역

의 갭투자 시대도 저물어갈 것으로 보인

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지난해주택매매아파트비중 83.75%…역대최고치

아파트전세가율하락추세에부동산투자위축될듯

광주주택거래아파트밖에안보인다

지난해상가평균권리금4276만원…2015년이후최저

경기침체 온라인쇼핑이용자상승에권리금해마다감소

<단위:만원>

상가 권리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등 내

수경기침체와온라인쇼핑몰이용자증가

로상가시장이위축되는분위기다.

27일수익형부동산연구개발기업상

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

석한결과지난해전국상가의평균권리

금은 4276만원, ㎡당평균권리금은 63

만3000원으로조사됐다. 권리금은상가

의경쟁력과가치를확인하는하나의지

표다.

지난해 상가 평균 권리금은 통계 집계

가시작된 2015년이후 4년만에가장낮

은수치다.

연도별 상가 평균 권리금은 2015년

4574만원, 2016년 4661만원, 2017년

4777만원, 2018년 4535만원등이었다.

서울을포함한지방6개광역시에서권

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5130만

원)이었으며, 인천(3893만원), 부산

(3760만원), 광주(3705만원), 대전

(3497만원), 대구(3279만원), 울산

(2140만원)등순이었다.

조현택상가정보연구소연구원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대한불안

감이더해지며상가시장불황에대한우

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며 내수경기

침체 지속과 오프라인 점포 매출 감소로

권리금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

했다.

한편지난해업종별상가권리금이가

장높은업종은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

비스업(5337만원)이었으며숙박음식점

(4788만원), 도 소매(4464만원), 부동

산임대업(3009만원), 협회단체수리

개인서비스업(2480만원) 등이 뒤를 이

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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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평균권리금추이

3∼5월광주아파트3946가구입주

전남은2750세대

오는 3~5월 광주전남에 6696세대의

아파트가입주할것으로보인다.

27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오는3월부

터 5월까지 3개월간전국입주예정아파

트는 5년평균(7만7000세대) 대비 1.7%

감소한7만5840세대로집계됐다.

광주는같은기간 3946세대가입주예

정으로,전남은 2750세대다.

3월에는광주에서는광산구우산동광

주송정 재건축 중흥S-클래스 센트럴

1660세대를 비롯해 광산구 신창동 유탑

유블레스 리버뷰 473세대, 남구 송하동

광주효천1A3블록행복주택264세대,서

구마륵동상무양우내안애353세대가입

주한다.

이후 5월 북구 연제동 힐스테이트

1196세대가입주예정이다.

전남은 다음달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코아루블루핀 194세대와화순군화순읍

삼천리한양립스610세대가입주한다.

이후 4월곡성군석곡면석곡리청자연

아파트 50세대, 목포시용해동광신프로

그레스 411세대, 목포시상동 1002하당

프라임아너팰리스171세대,여수시문수

동 717-3 대성베르힐 722세대가입주를

앞두고있다.

5월에는여수시주삼동파인빌리지도

시형생활주택 122세대와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완도군내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410세대,함평군월야면월야리함평월야

푸르밸리60세대가입주할예정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1월전국주택인허가 2만3978가구25%급감

준공3만1544채 34%감소

국토교통부는 1월전국주택인허가물

량은 2만3978채로 작년 동월(3만2023

채) 대비 25.1%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

고 27일밝혔다.

지난달신정과설연휴등공휴일이많

아감소한것으로파악된다.

수도권은1만2213채로작년동월대비

31.5%, 지방은 1만1765채로 17.1% 줄

었다.

아파트는 1만7325채로작년동월대비

24.5%, 아파트 외 주택은 6653채로

26.8%감소했다.

1월주택준공물량은전국3만1544채

로작년동월(4만7799채)대비34.0%감

소했다. 수도권은 1만6821채로 작년 동

월보다26.7%,지방은1만4723채로작년

보다40.8%줄었다.

1월주택착공물량은전국 1만6512채

로작년동월(2만4397채)대비32.3%감

소했다. 수도권은 8616채로작년동월에

비해35.8%, 지방은7896채로 28.1%줄

었다. /박기웅기자pboxer@

전국미분양주택 4만3268채…7개월연속감소

광주 59 전남 1654호

국토교통부는지난달말기준으로전국

의 미분양 주택이 총 4만3268채로 전달

(4만7797채) 대비 9.5%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미분양주택은작년 6월 6만3705

채이후 7개월연속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4901채로 전달

(6202채)대비21.0%줄었고지방은3만

8367채로 전달(4만1595채) 대비 7.8%

감소했다.

서울은131채로전달대비13.2%,경기

도는3735채로전달보다 26.5%줄었다.

지방미분양도작년 8월 5만2054채이

후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작년 동월

(5만1009채)대비 24.8%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미분양은 59호, 전남은 1654

호로집계됐다. /박기웅기자pboxer@

주택관리사협회 코로나19대응공동주택관리지침배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에 대응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을 배

포했다고 27일밝혔다.

협회는전날전국 1만7000여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등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주택관리사회원들에게 코로나

19공동주택관리업무지침 등관리현장

에필요한각종자료를배포안내했다.

관리업무 지침의 주요 대응 방안은▲

코로나19 대응관리체계및유관기관(보

건소 등) 협조체계 구성 ▲입주민, 현장

근로자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조치 시행

▲예방준수사항홍보를통한이행▲관리

업무참여인력에대한위생관리및감염

유입차단▲발열기침등증상자발생시

조치등으로구성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