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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내놓기 무섭게 팔린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전세난의 영향으

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신규

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일부 유망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권에는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고 기존 주택 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었다. 신규분양 아파트는 내놓기 무섭게 

높은 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하고 있다. 실

제 경기 하남 미사지구 ‘미사강변리버뷰자

이’는 일반분양 497가구 모집에서 1순위 

청약에만 1만1870명이 몰려 평균 23.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용인 기흥역세권 2블록에 들어서는 ‘힐

스테이트 기흥’도 1순위 청약접수 결과 

893가구 모집에 3503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3.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포 

한강 반도유보라3차’(반도건설) 역시 625

가구 모집에 713명이 몰려 1.14대로 마감

했다.

유망 택지지구 분양 아파트들은 분양권

에 붙는 웃돈도 크게 오른 상태다.

위례신도시는 현재 분양권마다 1억원 정

도에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

미사강변도시는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

게는 7000만원까지, 세종시는 2000만원

에서 7000만원까지 웃돈이 형성됐다고 전

해지고 있다.

주택거래량은 이미 주택 활황기인 지

난 2006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

량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3월 거래량 이후 최대치를 기

록했다.

올해 1분기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 1~3월 누적

된 주택 매매거래량은 27만53건으로 지

난해보다 18.3% 증가했다. 수도권(13만

45건)과 지방(14만8건)에서 각각 22.5％, 

14.6％ 늘었으며 서울에서만 4만5133건

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많았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대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전세

가율이 70%를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매

매수요자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수요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일부는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주

요지역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밝은 것”

이라고 진단했다.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일부는 지속되는 전세난에 수요자들이 

집 마련을 하러 분양시장에 나선 반면, 높

은 청약경쟁률 벽에 부딪혀 입지가 좋으면

서도 금융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미분양 물

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8897가구로 2월 말(3만

3813가구)보다 14.5%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1만3507가구로 전월대비 6.6%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4만

379가구에서 올 1월 3만6985가구, 2월 3

만3813가구, 3월 2만8897가구로 계속 감

소하는 추세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6.1% 

감소한 1만4195가구로 나타났다. 지방도 

전월(1만6889가구) 대비 12.9% 감소해 1

만4702가구로 조사됐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전세

난이 미분양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

다. 최근 집주인들이 무리하게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에 지친 수요자들이 

대출을 빌려 집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전셋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

상돼 미리 집을 사 준비하는 경우도 다반사

다”라고 설명했다.

유망택지지구 1억원 프리미엄은 기본

거래량 2006년 최대 호황기와 맞먹어

미분양 주택도 2만8897가구로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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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상승세를 타

고 있다. 신규분양 견본주택은 인산인해

를 이루고 청약경쟁률은 최고 수백대 1

을 기록하는듯 열기가 뜨겁다.

주택시장 Now…

 건설사                     단지명  청약 경쟁률

 GS건설 미사강변리버뷰자이 평균 23.88대1

 e편한세상 e편한세상 화랑대 평균 3.51대1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기흥 평군 3.92대1

 푸르지오 아현역 푸르지오 평균 6.6대1

 호반건설 서창2지구 호반베르디움 평균 2.11대1

 반도건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 평균 55.67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