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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남무안군삼향읍소재공장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103 제2층제205호

관리번호 201601170002

 면적  대(지분) 25195 건물

12536

감정가격금 327000000원

최저입찰가격금 327000000원

 입찰기간  20170123  2017

0125

 내용본건은전남무안군삼향읍

임성리소재 상용교차로 남동측인근

에위치한구분건물형공장임

전남순천시석현동소재임야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산572

 관리번호 201613970001

 면적임야 14446

감정가격금 85231400원

최저입찰가격금 85232000원

 입찰기간  20170123  2017

0125

 내용본건은전남순천시석현동

소재 석현저수지 북서측원거리에위

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 및 산장 농경

지 자연림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인터넷입찰은온비드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서가능

(현장입찰은없음) 온비드콜센터1588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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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

담완화와입찰경쟁성을향상을위해

시설공사집행기준을개정 지난 16일

부터시행에들어갔다고밝혔다

먼저 기술개발투자비율최고최저

등급 간 점수(4점→2점) 평가등급(5

개) 간 점수(1점→05점) 격차를 줄였

고 최하위 등급의 평점을 상향조정

(고난도공사 4점→6점 일반공사 6점

→8점)했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된금액만기술개발투자비

로 인정됨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

제출 업체가 급격히 줄어 실질적인

입찰 경쟁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

설문화재공사의적격심사경영상태

평가 때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A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완화

했다

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공

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

이높아자금력을갖춘대기업보다불

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전문공사 등

에 한해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에참여한

설계업체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한 설계점수에서 해당 설

계업체의참여지분율에비례해감점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

약예규를 개정하면서 설계업체의 일

부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감점기준을마련했다

최용철시설사업국장은 이번개정

으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부담이 완

화되고수주기회가확대될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

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

고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가 지난해 12월 기준 당 278만

3000원 전남이 207만8000원을 기록하는

등지난달전국민간아파트의분양가격이

전년같은달에비해대폭올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16

년 12월 말 기준전국민간아파트 분양가

는 당 평균 290만1000원으로 전월보다

085% 올랐고 2015년 12월보다는 664%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평균 분양가는 공

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의

평균을낸것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37만7000원으로

11월보다 048% 올랐고 5대 광역시와 세

종시는 297만2000원으로 123% 기타 지

방은 229만4000원으로 076% 상승했다

서울은 644만3000원으로 11월보다는 1

14% 올랐고 2015년 12월보다는 666% 오

른것으로조사됐다

광주는 전달 277만5000원에 보다 8000

원(029%) 올랐고 2015년 동월보다는 30

만7000원(1239%)이나 뛰었다 전남 역시

전달에 비해 2만2000원(107%) 2015년

보다는 17만원(891%) 올라 높은 상승세

를나타냈다

지난달전국의신규분양민간아파트는

2만2820가구로 11월(2만7824가구)보다는

5004가구 줄었고 2015년 12월(2만738가

구)보다는 2082가구늘었다

수도권의 지난달 신규 분양 가구 수는

9971가구로 2015년 12월보다 52%(3411가

구) 늘어 전국 분양물량의 437%를 차지

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6923가구로 전

체물량의 303%를차지했고기타지방에

서는 5926가구로 26%를 차지했다 광주

는지난달보다 799세대가준 591세대 전

남은 34가구가 줄어든 380세대를 분양했

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파트분양가 1년새광주 12% 전남 89% 

광주전남지역민간아파트당평균분양가가빠른속도로오르고있지만각각5대광역시와지방의평균보다는낮은수준을유지

하고있다지역한건설업체의아파트모델하우스를찾은분양예정자들이전시장을둘러보고있다 광주일보자료사진

경기침체와더불어부동산가격조정기

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경매 시

장이관망세로돌아섰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최근

발표한 2016년 12월 지지경매동향보고

서에 따르면 광주의 법원경매는 182건이

진행된 가운데 전월(76건)보다 적은 56건

이낙찰됐다

전국최고낙찰가율을기록한광주는전

월대비 119%포인트 감소한 863%로 업

무상업시설을중심으로상승세가꺾이면

서 제주(971%)와 부산(918%)에 이어 3

위로 내려앉았다 평균 응찰자 수도 전월

대비 10명줄어든 42명을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은 75건이 진행돼 10건

(133%)이낙찰됐다낙찰가율은 578%로

지난해 2월 468%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

광주시동구계림동금호계림아파트상

가동 상가 경매 물건이 감정가의 3%인

17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으며 최고 감정

가업무상업시설인남구월산동동강오피

스텔이 감정가의 51%인 4억5000만원에

낙찰되는등저가낙찰이많았다

주거시설은 79건이진행돼 32건(405%)

이 낙찰됐다 평균낙찰가율은 전월과 비

슷한 940%를 기록했다 평균응찰자수는

소폭하락한 54명을나타냈다

광주시광산구산정동소재어등산대방

노블랜드 아파트 133형 경매에 최대인

16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99%인 4

억1097만원에낙찰됐으며 광산구우산동

소재 다가구주택이 감정가의 80%인 5억

6119만원에 낙찰돼 12월 최고가 낙찰액 2

위물건이됐다

토지경매는24건이진행돼 13건(542%)

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59% 평균 응

찰자수는 19명으로 전월 1260%보다 하

락했고응찰자도43명보다줄어들었다

전남의경매낙찰가율도전월(783%)대

비 46%포인트줄어든 737%에 그치면서

둔화양상을보였다

업무상업시설은 100건이 경매에 나와

29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84%포인트상승한 728%를기록했다

낙찰가율상승의주요원인으로는광양

시봉강면신룡리소재금호CC 미니골프

장이경매에나와한번의유찰끝에감정

가의 929%인 37억원에 낙찰돼 업무상업

시설낙찰가율을끌어올렸다

주거시설은 99건이경매에나와 51건이

낙찰됐다 경매 진행건수가 100건 이하를

기록한것은지난 2015년 9월 98건을기록

한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낙찰가율은전

월대비 23%포인트상승한 809%를기록

했다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토지 낙찰

가율은 이달 들어 86%포인트 하락하며

987%에 그쳤지만 제주(1085%)에 이어

전국에서두번째로높은낙찰가율을보이

면서강세를이어갔다 전월대비 9건줄어

든 232건이낙찰됐다 평균응찰자수는 04

명증가한 33명을기록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전반

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조

정기에접어든만큼입찰자들의이탈이눈

에 띄는 한 달이었지만 여전히 저금리가

유지되고있어수익성이담보되거나저평

가된 경매 물건들은 높은 낙찰가율이 유

지되고 있어 전체 평균 낙찰가는 올랐다

고분석했다

또 부동산 가격 진폭이 크고 각종 경

매 지표들이 다른 시그널을 보내는 혼란

기인만큼 시일이지난가격정보등으로

낙찰가를 상정할 경우 큰 손해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철저한 임

장과시세확인이필요한시점이라고덧

붙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중소건설업체시설공사집행기준완화

조달청 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등급격차줄여지난해12월기준당

광주278만원전남207만원

전국평균664% 올라

경기침체에 광주전남부동산법원경매관망세

광주 182건 경매 56건 낙찰  응찰자수도줄어

전남 경매 낙찰가율 737% 그쳐 둔화양상 뚜렷

지지옥션 2016년 12월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