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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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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I.I.I.I.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개요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효원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공

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 개요

가.가. 토지토지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2020년
개별공시지가

(원/㎡)
비고

1
팔달구 인계동

1116-9
대 875.2 중심상업 중로각지

세장형
평지

3,254,000 -

지적도

대상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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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건물건물

❘기호 가 

소재지 팔달구 인계동 1116-9 공정률(%)
75.32

(2020년 10월 31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  수 지하 3층 ~ 지상 11층

연면적(㎡) 5,647.59

이 용
상 황

공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용적률(%) -

현황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건폐율(%) -

※ 귀 제시 설계개요, 공정확인서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0년 11월 16일]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0년 11월 16일이며, 현장조사 결과 공부상 면적, 형상 등과 현황이 대체로 일치함.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나.나. 감정평가조건감정평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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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참고사항

- 당해 평가대상 건물의 경우 기준시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건물로서 귀 제시 자료 등에 의거하여 구

조 및 연면적 등을 확정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당해 건물의 경우 본 평가 목적에 의거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고 공정률의 경

우 귀 제시 공정확인서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31일 공정률인 75.32%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업무진

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귀 제시 허가서는 아래와 같음.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2017-건축과-신축허가-130

(2017-3740282-1101-130)
건축주 윤뵹운외8인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9

대지면적 875.2㎡
건축물명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면적 527.09㎡ 건폐율 60.23%

연면적 합계 6,955.36㎡ 용적률 557.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건축허가 변경사항(2차) 

구분 허가번경사항 1차 허가변경사항 2차 비고

대지면적 875.2㎡ 좌동 -

건축면적 508.63㎡ 좌동 -

연면적 5,594.31㎡ 5,647.59㎡ 증 53.28㎡
건폐율 58.12% 좌동 -

용적률 390.32% 좌동 -

층수 지하3층 / 지상11층 좌동 -

높이 41.4m 좌동 -

금회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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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감정평가 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방법감정평가 방법

1. 감정평가방법 개관

가.가. 원가방식(Cost Approach)원가방식(Cost Approach)

원가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원가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

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나.나. 비교방식(Market Approach)비교방식(Market Approach)

비교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이 있음.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

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며, 공시지가기준법은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이

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

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다.다. 수익방식(Income Approach)수익방식(Income Approach)

수익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

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

정평가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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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

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

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

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①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①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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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가.가. 토지토지

대상물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

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대상물

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나. 건물건물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해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며, 동 칙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

에 따라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감정평가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수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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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토지가액 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토지가액 산출근거

1.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내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같

거나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 적용단가

가.가. 비교표준지 선정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

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함. 

[공시기준일 : 2020.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 적
(㎡)

용 도
지 역

이 용
상 황

도 로
교 통

형 상
지 세

공시지가
(원/㎡)

비 고

A
인계동
1115-5

대 506.9 중심상업 상업용 중로각지
가장형
평지

3,390,000 -

대상물건

비교표준지A

※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지도 KAPA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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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시점수정시점수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상업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0.01.01. ~ 2020.09.30. 3.100 2020년 09월까지 누계

2020.09.01. ~ 2020.09.30. 0.259 2020년 09월의 지가변동률

누   계
2020.01.01. ~ 2020.11.16.

3.518
(1.03518)

( 1 + 0.03100 ) * ( 1 + 0.00259 * 47/30 )
 ≒ 1.03518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

률을 적용하였으며, 2020년 10월의 지가변동률이 고시되지 않아 2020년 09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하여 시점

수정치를 산정하였음.

다.다. 지역요인 비교지역요인 비교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1.000)

라.라. 개별요인 비교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등

접근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공공시설과의 편의성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

획지조건 면적, 형상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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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요인 비교

조건 항  목 세  항  목 비교내용 비교치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의 폭, 계통성 
등에서 열세함.

0.94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공공시설
과의 편의성

상업지역 중심과의 접근성

대상물건과 비교표준지
는 대체적으로 유사함.

1.00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상물건과 비교표준지
는 대체적으로 유사함.

1.00인근토지 이용상황, 인근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등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각지 등에서 열세
함.

0.97

깊이, 형상 등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이면획지 등

행정적
조  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의 정
도 등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대상물건과 비교표준지
는 대체적으로 유사함.

1.00용적제한, 고도제한 등

기타 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대상물건과 비교표준지
는 대체적으로 유사함.

1.00

기타

누 계 0.94 × 1.00 × 1.00 × 0.97 × 1.00 × 1.0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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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그 밖의 요인 보정그 밖의 요인 보정(기타요인)(기타요인)

1) 가격조사자료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용도
지역

지목 거래시점 거래가액(원)
토지단가
(원/㎡)

1
인계동

1115-24
504.1 242.00 중심상업 대 2018.02.02. 3,060,000,000 5,897,401

2
인계동

1115-18
474.2 - 중심상업 대 2018.02.09. 3,300,000,000 6,959,089

3
인계동
1120-7

477.7 711.81 중심상업 대 2019.06.25. 5,000,000,000 9,572,774

4
인계동
1121-3

577.1 - 중심상업 대 2018.03.02. 4,500,000,000 7,797,609

5
인계동
1040

810.8 - 중심상업 대 2018.08.06. 4,140,000,000 5,106,068

6
인계동

1123-22
545.7 - 중심상업 대 2018.01.05. 2,970,000,000 5,442,551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정보체계

※ 거래사례 #2의 경우 거래후 건물이 멸실되어 별도의 건물가액 배분을 행하지 아니하고 토지단가를 산정하였음.

※ 토지가격 배분내역

1
건물내역

구조 면적(㎡) 이용상황 사용승인일
기타조적조 242.00 상업용 1990.06.23.

건물가격 900,000×18/45×242.00 ≒ 87,120,000
토지단가 (3,060,000,000 – 건물가격) / 504.1 ≒ 5,897,401

3
건물내역

구조 면적(㎡) 이용상황 사용승인일
철근콘크리트구조 외 711.81 상업용 1998.12.24.

건물가격 1,000,000×30/50×711.81 ≒ 427,086,000
토지단가 (5,000,000,000 – 건물가격) / 477.7 ≒ 9,572,774

❘인근지역 평가사례 

※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평가면적(㎡) 지목 용도지역 평가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원/㎡)

a 인계동 1121-1 596.7 대 중심상업 담보 2020.10.26. 8,080,000  

b 인계동 1115-7 442.9 대 중심상업 담보 2020.08.26. 4,940,000 

c 인계동 1115-24 504.1 대 중심상업 담보 2020.05.22. 5,830,000 

d 인계동 1023-2 1,403.3 대 중심상업 기타 담보 2020.05.29. 5,520,000 

e 인계동 1036-12 860.0 대 중심상업 담보 2020.05.21. 5,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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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위치도 

대상물건

비교표준지A

거래사례1

거래사례2

거래사례3

거래사례4

거래사례6

거래사례5

평가사례c

평가사례e

평가사례d

평가사례a

평가사례b

※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지도 KAPA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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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격차율 검토

※ 가격 격차율 =
 비교사례 토지단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사례 선정 

상기 가격조사 자료 중 비교표준지와 제반 가격형성요인 등이 유사하고, 인근지역 토지가격의 평균적인 수준을 

대표하고 있는 [거래사례1]를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격차율 산정을 위한 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용도
지역

지목 거래시점 거래가액(원)
토지단가
(원/㎡)

1
인계동

1115-24
504.1 242.00 중심상업 대 2018.02.02. 3,060,000,000 5,897,401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정보체계

※ 토지가격 배분내역

1
건물내역

구조 면적(㎡) 이용상황 사용승인일
기타조적조 242.00 상업용 1990.06.23.

건물가격 900,000×18/45×242.00 ≒ 87,120,000
토지단가 (3,060,000,000 – 건물가격) / 504.1 ≒ 5,897,401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 

비교표준지
기호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사례기준가격
(①, 원/㎡)

A 사례1 5,897,401 1.11709 1.000 1.000 6,587,928

사정보정 별도의 사정 개입은 포착되지 않음.

시점수정 2018.02.02. ~ 2020.11.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적용

지역요인 사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상호 대등함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계치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대체로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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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 

2020.01.01.
기준 공시지가

시점수정치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

(②, 원/㎡)

3,390,000 1.03518 3,509,260

❘가격격차율 산정 

비교표준지
기호

사례
기호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①)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②)

가격격차율
(①÷②)

A 사례1 6,587,928 3,509,260 1.877

3) 가격격차율 검토

§ 인근지역 거래사례 토지단가 수준 : 약 5,100,000 ~ 9,600,000 원/㎡

§ 인근지역 평가사례 토지단가 수준 : 약 4,900,000 ~ 8,100,000 원/㎡

§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격차율 산정치: 1.877

§ 인근 유사용도 낙찰가율

지역통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기간 용도
낙찰가율

(%)
평균낙찰
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
평균낙찰
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
평균낙찰
가율(%)

낙찰건수

1년간 평균
주상복합
(주거)

83.91 85.23 63 89.13 85.25 2 92.11 92.11 1

6개월 평균
주상복합
(주거)

91.64 84.87 46 89.13 85.25 2 92.11 92.11 1

※ 출처 : 부동산 태인(2019.11.13. ~ 2020.11.12.)

선정된 사례는 평가대상 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적정 비교사례로 판단되며, 

사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 격차율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능가격 수준, 평가사례, 거래사

례 및 낙찰통계 등을 종합적 참작한 결과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짐. 따라서 산정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격차율을 

참작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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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산정된 표준지공시지가 가격격차율 및 인근지역 유사 사례와 인근지역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

여 그 밖의 요인으로 비교표준지 <A>를 87% 증액 보정하였음.

바.바. 토지단가 산출 및 결정토지단가 산출 및 결정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3,390,000 1.03518 1.000 0.912 1.87 5,984,833 5,980,000

※ 토지단가의 경우,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2.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

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함.

거래사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대상 토지의

평가가격

가.가. 거래사례의 선정거래사례의 선정

1) 사례선정 기준

기준 내용

위치적 유사성 지리적위치 및 용도적 위치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되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

물적 유사성 지목, 면적, 형상, 고저 등

시점수정가능성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이내

사정보정가능성 사례가 조건이나 사정에 있어서 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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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 선정

상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내역에 기재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인근지역 거래사례 가격자

료 중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고, 시점수정이 가능하며,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이 있으며 

공법상 제한 사항 등이 유사하여 가치형성요인 비교가 가능한 [거래사례 6]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용도
지역

지목 거래시점 거래가액(원)
토지단가
(원/㎡)

6
인계동

1123-22
545.7 - 중심상업 대 2018.01.05. 2,970,000,000 5,442,551

※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나.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정내역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산정내역

대상
기호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사례#6 5,442,551 1.00 1.12012 1.000 0.999 6,090,214 6,090,000

사정보정 별도의 사정 개입은 포착되지 않음.

시점수정 2018.01.05. ~ 2020.11.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적용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상호 대등함

개별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계치

1.00 0.97 1.00 1.03 1.00 1.00 0.999

대상물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 등) 등에서 열세하나 환경조건(인근환경 등) 및 획지
조건(각지 등)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우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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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산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

가.가.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지 시산가액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지 시산가액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격차율

1 5,980,000 6,090,000 1.84%

※ 토지단가의 경우, 1,00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나.나.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상기의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살펴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토지평가의 원칙적인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가격격차는 약 1.84% 로서, 공시

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거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토지가액으로 결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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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IV.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건물가액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산출근거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결정건물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1. 적용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건물의 가액을 산정하

는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며, 당해 건물의 경우 기준시점 현재 건설중에 있는 건물로서 귀 제시 공정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대상물건의 건물가액을 결정하였음.

2. 재조달원가 산정 및 경제적 내용연수 결정

가.가. 직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귀 제시 건축공사비, VAT 별도)직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귀 제시 건축공사비, VAT 별도)

구 분
계약금액

(원, VAT별도)
공정률(%) /
기성률(%)

직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원)

비  고

도급계약서 및 공정확인서에 따른 가액 6,602,300,000 75.32% 4,972,852,360 -

기성청구내역에 따른 가액 6,602,300,000 70.94% 4,683,548,080 -

 ※ 자료 : 2020년 11월 6일자 공정확인서, 도급계약서, 기성청구내역서

나.나. 간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 간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 

1) 표준단가의 결정 

❘건물신축단가표 (한국부동산연구원, 2019년)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원/㎡) 내용연수

02-04-05-09 도시형생활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3 1,156,000
50

(45~55)

02-04-05-09 도시형생활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4 1,075,000
50

(45~55)

06-03-05-09
주상복합

(상가+아파트)
철근콘크리리트조/중층(6~15층 이하)

/평지붕
3 1,282,000

55
(50~60)

06-03-05-09
주상복합

(상가+아파트)
철근콘크리리트조/중층(6~15층 이하)

/평지붕
4 1,206,000

55
(50~60)

06-04-05-09
주상복합

(상가+오피스텔+
아파트)

철근콘크리리트조/중층(6~15층 이하)
/평지붕

2 1,398,000
55

(50~60)

06-04-05-09
주상복합

(상가+오피스텔+
아파트)

철근콘크리리트조/중층(6~15층 이하)
/평지붕

4 1,286,000
55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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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적산표 (한국부동산연구원, 2019년) 

- 도시형생활주택

구분 주요 공사내역
공사비(원/㎡)

3급수 4급수

1. 가설공사 공통가설, 직접가설 40,398 40,398

2. 토 및 지정공사 터파기, 되메우고다지기, 잔토처리 등 10,981 10,981

3.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279,315 279,315

4. 조적공사 0.5B, 1.0B조적 11,228 11,228

5. 석공사 화강석바닥, 벽, 계단, 두겁석, 걸레받이, 세면대 88,879 37,931

6. 타일공사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폴리싱타일 29,931 29,931

7. 목 및 수장공사
강화마루, 비닐계타일, 석고보드, 합성수지천정재, 

도배지, 단열재, 폴리싱타일
84,101 78,627

8. 방수공사
도막방수, 침투식액체방수, 보호몰탈, 코킹,지수판, 

신축줄눈
41,241 41,241

9. 지붕및홈통공사 드레인, 선홈통, 물받이블럭 3,522 3,522

10. 금속공사
경량천정틀, 알루미늄천정재, 커텐박스, 핸드레일, 

트렌치, 사다리
23,086 23,086

11. 미장공사 시멘몰탈, 면처리, 판넬히팅 55,343 55,343

12. 창호및유리공사 PW, 24mm로이복층유리, 하드웨어 64,364 64,364

13. 도장공사 조합,녹막이,수성페인트,무늬코트,걸레받이페인트 10,746 10,746

14. 기타공사 재활용품보관함,싱크대,샤워부스,장애인표지판 22,146 22,146

15. 골재비및운반비 시멘트,모래,잡석 12,934 12,934

소계   778,215 721,793

간접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298,211 276,591

건축공사비 합계   1,076,426 998,384

설계감리비 40,000 39,000

전기기본공사비 40,000 38,000

총계   1,156,000 1,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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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상가 + 아파트)

구분 주요 공사내역
공사비(원/㎡)

3급수 4급수

1. 가설공사 공통가설, 직접가설 33,956 33,956

2. 토 및 지정공사 터파기, 되메우고다지기, 잔토처리 등 61,448 61,448

3.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280,223 280,223

4. 조적공사 0.5B, 1.0B조적 10,812 10,812

5. 석공사 화강석바닥, 벽, 계단, 테라죠, 인조대리석, 젠다이 28,428 26,848

6. 타일공사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28,638 21,894

7. 방수공사 도막방수, 침투식액체방수, 보호몰탈, 코킹 23,030 21,818

8. 금속공사
경량천정틀, 핸드레일, 트렌치, 사다리, 비드, 

징크패널
88,020 81,930

9. 미장공사 시멘몰탈, 면처리, 창틀주위충진몰탈 24,763 24,763

10. 창호및유리공사 AW, PW, 22mm, 24mm로이복층유리 81,579 77,285

11. 도장공사 조합, 녹막이, 수성페인트, 무늬코트, 에폭시코팅 23,491 13,295

12. 목 및 수장공사
강화마루, 석고보드, 불연천정재, 합성수지천정재, 

도배지, 건식벽체, 단열재
103,211 93,925

13. 기타공사 목재휀스, 연석, 반사경, 정화조내부시설, 슬리브 3,939 3,939

14. 가구공사 세대붙박이가구, 주방가구 107,083 93,759

15. 골재비 및 운반비 시멘트, 모래, 자갈 4,522 4,522

소계   903,143 850,417

간접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275,548 259,462

건축공사비 합계   1,178,691 1,109,879

설계감리비 37,000 35,000

전기기본공사비 67,000 62,000

총계   1,282,000 1,2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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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아파트)

구분 주요 공사내역
공사비(원/㎡)

2급수 4급수

1. 가설공사 공통가설, 직접가설 40,994 40,994

2.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고다지기, 잔토처리 등 96,790 96,790

3.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309,160 309,160

4. 조적공사 0.5B, 1.0B조적 10,493 10,493

5. 석공사 화강석바닥, 벽, 계단, 테라죠, 인조대리석, 젠다이 29,041 28,040

6. 타일공사 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31,846 20,579

7. 방수공사 도막방수, 침투식액체방수, 보호몰탈, 코킹 22,288 21,174

8. 금속공사
경량천정틀, 핸드레일, 트렌치, 사다리, 비드, 

알루미늄패널
96,082 74,937

9. 미장공사 시멘몰탈, 면처리, 창틀주위충진몰탈 24,031 24,031

10. 창호및유리공사 AW, PW, 22mm, 24mm로이복층유리 62,502 56,251

11. 도장공사 조합, 녹막이, 수성페인트, 무늬코트, 에폭시코팅 11,612 11,612

12. 목및수장공사
강화마루, 석고보드, 불연천정재, 합성수지천정재, 

도배지, 건식벽체, 단열재, 도배지
126,825 103,981

13. 기타공사 목재휀스, 연석, 반사경, 정화조내부시설, 슬리브 3,440 3,440

14. 가구공사 세대붙박이가구, 주방가구 116,341 104,707

15. 골재비및운반비 시멘트, 모래, 잡석 4,389 4,389

소계   985,834 910,578

간접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298,214 275,449

건축공사비 합계   1,284,048 1,186,027

설계감리비 37,000 31,000

전기기본공사비 77,000 69,000

총계   1,398,000 1,2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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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대설비 보정단가 검토 

❘건축물 재조달원가자료집상 보정단가 내역 (한국부동산연구원, 2019년) 

▶ 전기설비 

설비명 용 도 규          격 단 위 보 정 단 가

변전실
수변전 
설비

특고압(정식수전)

22.9KV/380V-
220V

1,000KVA – 
3,000KVA

원/KVA 260,000 ~ 330,000

22.9KV/3.3KV
1,000KVA – 
3,000KVA

“ 110,000 ~ 150,000

특고압(간이수전) 
22.9KV/380V-220V

500KVA 이하 “ 200,000 ~ 250,000

1,000KVA 이하 “ 170,000 ~ 220,000

고압수전 6.6KV/3.3KV
500KVA 이하 “ 160,000 ~ 200,000

500KVA 초과 “ 120,000 ~ 150,000

발전 설비 발전기
디젤 엔진 발전기 원/KW 210,000 ~ 260,000

가스 발전기 원/KW 400,000 ~ 480,000

FLOOR DUCT 설비 전열, 전화/랜 설비(배선 포함) 설치 바닥 면적 기준 원/㎡ 50,000 ~ 65,000

System Box 설비 전열, 전화/랜 설비(배선 포함) 설치 바닥 면적 기준 원/㎡ 30,000 ~ 35,000

원격검침 설비 전기, 수도, 가스 원/Point 500,000 ~ 600,000

전화 교환대

공전식 원/회선 135,000 ~ 160,000

자동 전자식 원/회선 230,000 ~ 280,000

기계식 원/회선 280,000 ~ 320,000

주차 관제 설비

신호 설비시(주차바닥 면적 기준) 원/㎡ 7,000 ~ 10,000

주차요금 계산 장치 있는 설비(주차바닥 면적 기준) 원/㎡ 130,000 ~ 200,000

주차요금 계산 장치 없는 설비(주차바닥 면적 기준) 원/㎡ 10,000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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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용도별 전기설비 

(단위 : 원/㎡)

건물용도
화재탐지

설비
방송설비 CCTV설비

피뢰침/접지 
설비

방범설비 정보통신 설비 홈네트워크

주상복합
(주거 + 근생)

15층 이하
13,600 3,500 3,700 1,300 - 10,500 5,200

주상복합
(주거 + 근생)

25층 이하
15,700 3,900 4,400 1,600 3,100 10,500 6,300

주상복합
(주거 + 오피스텔)

15층이하
15,700 3,700 3,900 1,400 - 10,500 5,800

주상복합
(주거 + 오피스텔)

25층이하
16,700 4,100 4,700 1,700 3,700 10,500 6,300

※ 전기기본설비(전등, 전열, 전화, TV공시청설비)의 공사비는 건물표준단가에 포함. 

※ 부대 설비 단가는 중위값(상중하 3개 중) 적용

▶ 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단위 : 원/㎡, 바닥면적 기준)

건   물   용   도 급수급탕오배수 위생기구

점포주택(상가+주택) 47,000~61,000 19,000~24,000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50,000~65,000 21,000~28,000

주상복합(상가+아파트) 50,000~65,000 21,000~28,000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아파트) 51,000~66,000 22,000~28,000

▶ 냉난방 및 닥트설비

(단위 : 원/㎡, 바닥면적 기준)

건   물   용   도
장비 및 난방배관설비 냉난방설비

장비+기계실 난방배관 공조배관 덕트
공조덕트및휀코일,
VAV+CAV+덕트

점포주택
(상가+주택)

38,000~48,000 36,000~46,000 21,000~27,000 -

주상복합
(상가+오피스텔)

39,000~50,000 37,000~47,000 36,000~46,000 89,000~115,000 -

주상복합
(상가+아파트)

40,000~51,000 38,000~48,000 37,000~47,000 94,000~122,000 -

주상복합
(상가+오피스텔+

아파트)
41,000~52,000 39,000~50,000 38,000~49,000 94,000~1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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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

(단위 : 원/㎡, 바닥면적 기준)

건   물   용   도 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제연덕트 내진설비

점포주택
(상가+주택)

21,000~27,000 47,000~61,000 19,000~24,000 -

주상복합
(상가+오피스텔)

22,000~28,000 50,000~65,000 20,000~25,000 -

주상복합
(상가+아파트)

23,000~29,000 50,000~65,000 20,000~25,000 -

주상복합
(상가+오피스텔+

아파트)
23,000~29,000 51,000~66,000 22,000~28,000 -

▶ 승강기설비

제어방식 속도 층수 용량 보정단가(천원/대) 비고

교류 기어드
 V V V F

90m/뷴

10

11인승
13인승
15인승
17인승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48,000~52,000
55,000~60,000
65,000~70,000
73,000~78,000

국내제작품

15

11인승
13인승
15인승
17인승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76,000~80,000
81,000~86,000
85,000~88,000
87,000~92,000

국내제작품

교류 기어드
 V V V F

105m/뷴

10

11인승
13인승
15인승
17인승

장애인겸용
장애인겸용
장애인겸용
장애인겸용

62,000~66,000
64,000~70,000
70,000~75,000
78,000~82,000

국내제작품

15

11인승
13인승
15인승
17인승

장애인겸용
장애인겸용
장애인겸용
장애인겸용

80,000~85,000
85,000~90,000
90,000~94,000
94,000~98,000

국내제작품

3) 간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

- 한국부동산연구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한 표준단가와 부대설비보정단가를 고려하여 간접법에 의한 재조달

원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구분 재조달원가(원/㎡) 비고

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1,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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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재조달원가의 결정재조달원가의 결정

당해 감정평가의 경우 토지, 건물의 가격배분을 위한 것으로 비교적 객관성이 인정되는 한국부동산연구원 발간 

“건축물재조달원가자료집”을 기준으로 간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를 추정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구분
재조달원가
(원/㎡, a)

공정률
(%, b)

공정률을 고려한 
재조달원가(원/㎡, 

a×b = c)

건물면적
(㎡, d, 

옥탑포함)

재조달원가 총액
(원, c×d = e)

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1,150,000 75.32% 866,000 5,709.51 4,944,435,660

합 계 4,944,435,660

※ 공정률을 고려한 재조달원가의 경우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3. 감가수정

가.가. 감가수정의 개념감가수정의 개념

감가수정이란 대상건물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및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

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

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

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 할 수 있음.

나.나. 감가수정의 방법 및 결정감가수정의 방법 및 결정

감가수정의 방법은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대별되며, 직접법은 다시 내용년수법(정액법,정률법 등), 분해법, 

관찰감가법으로 나누어지고 간접법은 시장추출법, 임대료손실환원법 등으로 나누어짐. 감정평가 실무적으로는 건

물의 경제적 내용년수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경과한 만큼을 공제한 잔존 내용년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감가수정을 하는 내용년수법 및 건물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내용년수법으로 반영하기 난이한 부분에 

대한 감가수정을 행하는 관찰감가법이 주로 이용되며, 관찰감가법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반면, 

개별적인 건물의 노후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대상물건의 경우 완공 전 공사중인 건물로서 

별도의 감가수정이 필요치 않으므로 감가수정은 행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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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가액 결정

가.가. 직접법 및 간접법에 의한 건물가액직접법 및 간접법에 의한 건물가액

구 분
재조달원가

(원, VAT별도)
건물가액

(원)
비고

도급계약서 및 공정확인서에 따른 가액 4,972,852,360 4,972,852,360 직접법

기성청구내역에 따른 가액 4,683,548,080 4,683,548,080 직접법

간접법에 의한 건물가액 4,944,435,660 4,944,435,660 간접법

결정 건물가액 4,866,945,400 평균가액

※ 결정건물가액의 경우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나.나. 건물가액 결정건물가액 결정

직접법 및 간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를 살펴볼 경우 직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의 경우 약 46.8~49.7억으로 산

정되었고, 간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의 경우 약 49.4억으로 산정되어 유사한 수준임. 당해 건물의 경우 현재 건

축 중인 건물로서 직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의 경우 공사의 진행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현

재 기투입된 공사자료 등인 직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 및 한국부동산연구원이 발간한 “건축물재조달원가자료집” 

상의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간접법에 의한 재조달원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가액을 건물가액으로 결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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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V.V.V.V.V.V.V.V.V.V.V.V.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결정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의견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구  분
공부상면적

(㎡)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  고

토  지 일련번호 1 875.2 875.2 5,980,000 5,233,696,000 -

건  물
(기호 가)

지하3층 658.54 5,709.51 - 4,866,945,400
귀제시 공정률,
기성률 감안

지하2층 763.84 

지하1층 755.86 

1층 157.71 

2층 404.79 

3층 317.29 

4층 317.29 

5층 317.29 

6층 317.29 

7층 317.29 

8층 317.29 

9층 317.29 

10층 317.29 

11층 317.29 

옥탑 59.52 

합  계 10,100,641,400

2. 결정의견

상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

가액으로 결정함.



(부동산)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지목 용도지역
번호 용도 구조 공부 단가(원/㎡) 금액(원)

1 경기도 1116-9 대 중심상업        875.2       875.2    5,980,000   5,233,696,000
수원시 지역
팔달구
인계동

가 " " 근린생활 철근 건축개요 및
시설, 콘크리트구조 건설공사도급

오피스텔, 지상11층 계약서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 지하3층      658.54  5,709.51  -   4,866,945,400 귀제시
공정률,기성

지하2층      763.84 률 감안

지하1층      755.86

지상1층      208.95

지상2층      404.79

지상3층      317.29

지상4층      317.29

지상5층      317.29

지상6층      317.29

지상7층      317.29

지상8층      317.29

지상9층      317.29

지상10층      317.29

지상11층      317.29

옥탑        61.92
(연면적제외) 합 계      

소재지 지번
면적(㎡) 감정평가액

비고
사정

    ￦10,100,641,400.-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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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 통 상 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효원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주상복합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상지대이며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 통 상 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남서측 인근에 수원시청역(지하철 수인분당선)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는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주상복합시설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

대상토지 서측으로 15m 동측으로 8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0-10-31)(외국인

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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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2. 이 용 상 황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 3층 ~ 지상 11층으로 계획된 주상복합건물임.

  

2. 이용상황

건축개요 상 지하3층 ~ 지하2층의 경우 주차장 및 계단실,

지하 1층 ~ 지상 1층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계단실

지상 2층 : 오피스텔

지상 3층 ~ 지상 11층 : 도시형생활주택임.

  

3. 설비내역

도급계약서 상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가스보일러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기준시점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2020년 11월 06일에 발급받은 공정확인서 상 공정률은 75.3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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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ale

범  례

평가대상토지

도로 평가건물1층

평가건물3층이상

도시계획선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2층

제시외건물

평가외건물

(가)

(1)
1116-4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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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층>

<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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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ale

<지하1층>

<지상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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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ale

<지상2층>

<지상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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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ale

<지상4층~11층><지상4층~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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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물 건 전 경 】

【 대 상 물 건 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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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 동 측 전 경 】

【 2 층 ( 오 피 스 텔 ) 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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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시 형 생 활 주 택 부 분 전 경 】

【 지 층 주 차 장 부 분 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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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물 건 주 변 전 경 】

【 대 상 물 건 주 변 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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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일 러 배 관 공 사 】

【 배 관 공 사 】



사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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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룸 공 사 】

【 계 단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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