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Report (Real Estate)

 매매가격 상승폭 유지, 전세가격 상승폭확대

매매가격 +0.27% 상승, 전세가격 +0.22% 상승

한국부동산원 2021년 7월 4주(7.26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 전국, 전주 대비 상승폭 유지 (+0.27%→ +0.27%)

▶ 수도권(+0.36% → +0.36%) : 상승폭 유지

• 서울(+0.19%→+0.18%) 상승폭 축소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무더위 지속,

휴가철 도래 등으로 거래활동 위축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재건축 단지

나 중저가 단지 갭메우기 수요 등으로 상승

☞강북14개구(+0.19%) : 도봉구(0.26%, 창ㆍ쌍문동), 중랑구(0.19%, 면목 ㆍ상봉동)

☞강남11개구(+0.18%) : 서초구(0.19%, 반포신축 서초동 재건축), 강남구(0.19%,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강동구(0.16%), 영등포구(0.21%), 강서구(0.21%)

• 경기(+0.44%→+0.45%) 상승폭 확대 / 군포시(0.89%), 대야미동 (준)신축 위주), 

오산시(0.89%, 지곶ㆍ누읍동 위주), 안성시(0.85%,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

• 인천(+0.46%→+0.39%) 상승폭 축소 / 연수구(0.55%, 교통개선 기대 옥련ㆍ청학동), 

서구(0.45%, 개발호재 경서ㆍ금곡ㆍ청라동), 부평구(0.42%), 계양구(0.34%)

▶ 지방(+0.19% → +0.19%) : 상승폭 유지 / 5대광역시(0.20%), 8개도(0.20%), 

세종(-0.09%), 울산(0.27%), 부산(0.25%), 제주(0.59, 제주시 중형단지 위주) 

[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 전국, 전주 대비 상승폭 확대(+0.20%→ +0.22%)

▶ 수도권(+0.25%→ +0.28%) : 상승폭 확대

• 서울(0.15%→ 0.16%), 경기(0.29%→ 0.35%), 인천(0.35 %→ 0.29%)

▶ 지방(+0.14%→ +0.17%) : 상승폭 확대

• 5대광역시(0.18%), 8개도(0.17%), 울산(0.26%), 대전(0.29%), 세종(-0.09%)



Weekly Report (Real Estate)

중앙일보 언론사 7.21일자 헤드라인으로 ‘게임판 유튜브 메타버스 공룡, 로블록스 韓 상륙’

기사가 눈에 띈다. 기사에 따르면, 20일 로블록스는 지난 달 16일 로블록스 코리아 유한

회사를 설립,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밝히고 있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 180개 국가에서 이용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 시

국내외 게임사, 메타버스 플랫폼과 정면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최근 글로벌 IT 기업, 게임업체,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의 테헤란로 입성 등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舊 르네상스 재개발 프로젝트인 센터필드

신축 오피스빌딩도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입점하면서 일대 오피스시장에 화제가 됐었고, 실제로 일대 임대료 상승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 관측된다. 

고급개발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실제로 지난 27일 조선일보 헤드라인인 ‘렌트프리 고작 14일… 요즘 강남 대형 오피스

빌딩은 임대인 우위시장’ 이라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는 형국이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 A기업은 여의도권역(YBD)에서 강남권역(GBD)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2년 계약에 렌트프리 총 0.5개월(14일)을 적용 받아 계약을 마쳤다고 전해지며,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테크 기업 임차인의 강남 선호 현상을 주목하며, 서리플터널 개통과

서초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오피스 시장의 권역은 확장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

: 요즘 강남 대형 오피스빌딩 시장 (ft. 로블록스韓 강남구역삼동상륙) 

위클리이슈주간 주요 뉴스

* 위클리 이슈는 작성자 개인의 사견이며, 회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인가 (7/28, 신아일보)

- 경과년수 37년 아파트로 최고 5층, 6개동으로 2016년 9월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22일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도보 1분 거리에,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

- 올해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을 거쳐 이듬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후, 이주·착공

계획, 성수동1가 1만1084㎡ 규모…아파트 3개동 286세대 건립 추진

■ 사전청약, 민영주택·도심 복합사업 등 2.4 대책 사업지로 확대 (7/28, 연합뉴스)

- 정부가 주택 사전청약 대상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패닉바잉' 잠재우기 위해 사전청약 대상 대폭 확대하기로 밝혀

■ 3주택자 더 옥죄자···부동산 법인 다시 늘었다 (7/27, 서울경제)

- 올 상반기 다시 증가세 전환, 

- 4월엔 신설법인 1,600개 넘어,

- 법인 아파트 거래도 다시 증가

- 3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 법인과 동일, 법인의 경우 경비비율 높아 소득세 산정 유리

- 다만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경우 강력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

■ 임대차법 1년...서울 전셋값, 이전 5년만큼 올랐다 (7/27, 헤럴드경제)

-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년 간 1억3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한 지 1년 만에 직전 약 5년치 상승분이 한꺼번에 오른 셈

- 국민 주거안정 도입 임대차법 되레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 전셋값 상승세 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에서 두드러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