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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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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는, 돈? ... 시간의 가격?

‘시간선호’(time preference) 

◑주택을 현재 소유하는 것과 10년 후에 소유하는 것 중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자는 바로 이 시간선호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자는 현재재화와 미래재화의 가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시간에 대한 가격’이다.일종의 ‘시간에 대한 가격’이다.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것을
빌리는 것이다. 그 대가로 미래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의 차용증서를 대여자에게 준다. 상환일에
차용증서에 명시된 금액만큼이 차입자의 미래소비에서 감소한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는 현재재화를 미래재화와 교환한 것이 된다. 
그 과정에서 차입자와 대여자 모두 이익을 본다. 이 이익의 크기가
이자(율)이다.



3.  금리와 부동산



4.  2019년 전망(현상분석)

"집값 더 떨어져야 매수자 움직일 것"…미친집값 본격 하락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은 0.01% 떨어졌다. 지난해 9월 이래 계속되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난주 보합세로 바뀌고, 
이번 주에는 하락으로 전환했다. 61주만이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4구는 재건축 단지 하락세와 급매물 등으로 0.07%나
하락했다. 4주 연속 하락세다. 또 은평구(0.00%), 마포구(0.00%), 서대문구(-0.01%) 등 서북권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유지했다. 강동구 아파트값은 0.03% 내려 2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아파트값도 하락세를 유지했다. 강동구 아파트값은 0.03% 내려 2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
했다. 
수도권 주요 도시 아파트값도 하락 폭이 커졌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는 0.06%, 과천시는
0.04%, 하남시는 0.05% 내렸다. 광명시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대출 규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등이 예고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많이 꺾였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잇따라 내놓은 고강도 후속
조치들로 투기세력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지한 것도 한몫했다고 분석한다.



5.  2019년 전망(예측)

“내년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아파트 시총 30조원 증발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년 부동산 매매가가
1.1% 하락하고, 국내 건설수주 역시 6.2% 하락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거시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지난
3년간 호황을 누린 주택 건설이 줄어들고 국내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하락국면, 즉 ‘경착륙’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쉼터일터

6. 低 성장시대, 성공투자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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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7.‘공유주택’등장과 공유(共有) 오피스 , 중개업 등장~!

1.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세컨드 하우스 선호 경향 /도심지內

나 View가 좋은 입지 중 도시 근교 토지가격 (비도시지역) 상승세~!

2. 도심지내 도시재생 단독주택(협소주택) 용도의 다양성  一居兩得

3.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멀티홈) APT- (주택법 제2조 제19호, 시행령 제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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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유형 점포주택 /스트리트 Mall 만들기(지역의 Landmark)

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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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9 . 향후향후 부동산부동산 시장에시장에 대한대한 변화변화

※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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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주택시장의주택시장의 변화변화 -- Post Post MModernisodernis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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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북한 개혁.개방에 따른 북한 부동산과 접경지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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