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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 2019년

지방세발전포럼 세미나

대주제 :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세
일 시 : 2019. 10. 30.(수), 13:00 ~ 18:00
장 소 : 웨스턴라이프 호텔 그랜드볼룸(전북 익산시 소재)
주 최 : 행정안전부
주 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라북도,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세협회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13:00~13:30 30’

등록 및 안내 (사회 : 행정안전부)

13:30~13:55 25’

개회사 : 행정안전부장관
축 사 : 전라북도 부지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환영사 : 익산시장
포토타임

13:55~14:00 05’

장내 정리
◆ 제1세션 ◆

(사회 :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14:00~15:10 70’

◀ 주 제 ▶ 재정분권 논의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평가
발제(40분, 1명) :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30분, 4명)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박병희(순천대학교 교수),
안국찬(전북대학교 교수), 김영빈(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15:10~15:20 10’

장내 정리
◆ 제2세션 ◆

(사회 : 백제흠 한국지방세학회장)

15:20~16:30 70’

◀ 주 제 ▶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고도화 방안
발제(40분, 1명) : 이창로(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토론(30분, 4명) : 곽상민(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정승영(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임응순(충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16:30~16:40 10’

장내 정리
◆ 제3세션 ◆

(사회 : 박광현 한국지방세협회장)

◀ 주 제 ▶ 부동산공시가격체계하의 지방정부 지방세정 역량강화방안
발제(40분, 1명) : 전동흔(법무법인 율촌 고문)
16:40~17:50 70’ 토론(30분, 4명) :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규(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장상록(전 대구시청 세정팀장)
17:50~18:00 10’
18:00~

장내 정리 및 행사장 이동
만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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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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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체계하의 지방정부 지방세정 역량강화방안
전동흔1)
1. 의의
부동산공시법 의거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
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부공법§1
0)2) 또한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

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부공법§19)
그리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공시가격을 보충적 과세기준으로 사
용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
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시가격을 그대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부과징수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등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도로 과세권자가 부동산가액을 조사·평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유세 과세기준으
로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사실상 보유세의 부담을 결정하고 중
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6년 9월1일 이후부터 그 근거가 되는 구 부동산공시법이
부동산가격공시관련 3법으로 분법·제정되었다. 그러나 부동산공시법 분법이후 종전과 다
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구축되면서 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재산세 과세불형평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주택에 대한 전문감정평가사에 의한 『조사평가체계』에서 감
정원의 『조사산정체계』로 전환되었고 특히, 최근 공시가격의 불형평 논란이 있는 부동산공
시가격을 근거로 과세되는 재산세 등 지방정부의 과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정부에서는 『현행 부동산공시가격을 지방세 과표로 아무런 여과없
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불형평 논란이 제기된 부동산공시가격을 그
대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부동산공시가격체계하에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표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지방세정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현) 율촌법무법인 고문, 세무학박사, 감정평가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공공서비스위원회위원장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고위공무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등
2) 여기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여 “부공법” 또는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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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현황와 이론적 고찰
(1) 公示價格의 의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령에 의거 권한있는 기관이 토지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인 적정가격
을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대법원 95누6311, 1995.9.15.참조) 여기서
『적정가격』은 공시가격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가격으로서 현행 부동산공시법상 적
정가격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3)
적정가격의 개념을 분석하면 『①통상적 시장을 전제로 할 것 ②정상적 거래일 것 ③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동시 충족 요건으로 하는 있으며 감
정평가는 전문평가사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어기서 『③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은 이념적인 가격개념이지만 이에 대하여 누가 인정하여야 인정되는 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
격이 모두 적정가격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문가에 의한 고도의 감정
평가작용이 선행되지 아니하고는 인정될 수가 없는 가격이다. 그러므로 『성립될 가능
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거래사례가격 등을 적절히 『통계적 분
석』에 의한 조사산정을 통하여서는 『감정평가작용』를 통하여 조사·평가한 것보다는
적정가격을 지향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내면적 의미로 포섭하고 있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가를 접근하는 방식은 대충 통계적 처리를 통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에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통한 가격으로 하고 특히 표
준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조사·평가된 가격으로 하되 개별공시가격은 표준공시가격에 터잡아
조사·산정된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동산공시법상 공시가격 산출체계
부동산가격공시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경우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수행은 감정평가
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은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이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하며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한국감정원이 하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모두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
도록 하고 있다. 비주거용부동산중 비주거용 표준일반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은 감정
평가사가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은 시·군·구가 하며 이에 대한 검
증은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집합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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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동산공시업무 체계현황
구분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표준 공시

개별 공시

검증 수행

국토부장관(감정평가

시장·군수·구청장

업자 조사·평가)

(지방공무원 산정후 결정)

국토부장관(한국감정

시장·군수·구청장

원 조사·산정)

(지방공무원 산정후 결정)

국토부장관(한국감정

국토부장관

원 조사·산정)

(한국감정원 산정후 결정)

국토부장관(감정평가

시장·군수·구청장

감정평가업자

업자 등 조사·산정)

(지방공무원 산정후 결정)

검증

국토부장관(한국감정

국토부장관

원 등 조사·산정)

(한국감정원 등 산정후 결정)

관련조문

전문감정평가업자 검증

§3, §10

한국감정원직원 검증

§16, §17

[검증절차 없음]

§18

[검증절차 없음]

등

§20, §21
§22

부동산 공시가격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공시법이 종전 규정과 다른 차이점은 단독주택
에 있어서 ①표준단독주택가격을 전문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였으나 현재는 한국
감정원직원이 『조사·산정』하도록 변경되었고 ② 개별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업무』
를 종전에는 전문감정평가사가 하였으나 한국감정원 직원이 검증하도록 변경되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체계에 있어서 외관상 종전과 차이가 없어 보이나 종전에는 한국감
정원이 구 부동산공시법 부칙에 의거 전문감정평가기관으로 의제되었으나 2016년 9
월부터는 감정원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감정원은 전문감정평가기관
에서 제외되고 『부동산가격 조사기관』으로 법적지위가 변경된 점이다.
따라서 감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
는 감정원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으나 감정원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것이다. 그리
고 상기 <표1>과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일반, 집합)에 대한 공시가격의 공시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부분도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공시체계
가 상호 다르며 집합비주거용부동산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과 같이 검증체계도 없이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부동산공시체계의 차이점 비교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2016.8.31.전까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구법 §29)

2016.9.1이후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법 §16)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한국감정원 지위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직원의 검증
한국감정원 지위 : 조사산정기관

<신설>

일반 : 조사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함
집합 : 조사산정하되 공동주택가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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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제 도입과 헌법적 가치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입법취지 및 연혁을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제도는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
정 참조) 취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담당하
는 부분에 대하여 전문성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군구 공무원이 조사·산
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구지가공시법령을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와같이 부동산공시법상의 검증절차의 도입 취지는 시군구 공무원이 조
사·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하여 전문가가 이를 검증함으로서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도모
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제도 도입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헌재 1994.7.29.선고, 92헌바52 결정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행 부동산 공시가격 운영체계를 보면 상기 <표 1>에서 본바와 같이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이 표준단독주택에 대하여 조
사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격 검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는 아예 검증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외국입법례를 보고자 한다. 현행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산정한 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
기 위하여 전문평가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평가사가의 검증
은 일종의 감정평가의 검토기능을 포섭하고 있어서

공시가격의 구조틀은 근본적으로

공시가격의 특성이 적정가격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도록 하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
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도출하
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활동은 단순히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고도의 판단을 통한
『적정가격』을 도출하는 것이며 국제평가기준(IVS)나 외국사례(USPAP 등)에서도 감정
평가의 범위에 대하여 감정평가의 검토기능도 포섭하고 있다.
[International valuation guidance note no 11, 1-1]
A value review is a review of a Valuer’s work undertaken by another Valuer
exercising inpartial judgement.
[국제평가기준 11, 1-1] 가치검토는 검토자(다른 가치평가자)가 공정한 판단으로 평가자가
수행한 가치평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UN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SR 3-3
When the assignment includes the reviewer developing his or her own opionion
of value or review opinion, the following apply;
(1) The requirements of STANDARDS 1, 6, 7, or 9 apply to the reviewer’s opionion
of value for the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appraisal review assignment
(2) The requirement of STANDARDS 3 apply to the reviewer’s opionion of
quality for the work that is the subject of the appraisal review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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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 세부기준 3-3
감정평가검토가 검토대상 감정평가의 대상물건에 대한 가치의견(감정평가액)을 도출하거나 검토
대상 감정평가 전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검토가 검토대상 감정평가의 대상물건에 대한 가치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기
준 1, 6, 7 또는 9]의 요건이 적용된다.
(2) 감정평가검토가 검토대상 감정평가 전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수행된 감정평
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해서는 [기준 3]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검증절차에 대한 입장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5. 29.
2012헌바43 결정 참조)에서 보유세의 과세기준은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시가

는 평가하여 적정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개별공시가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방정부가 임장
활동을 통하여 산정한 후 『전문감정평가사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하
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으로서 적격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판례] 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의 합헌성(헌재 2014. 5. 29. 2012헌바43 결정)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
견청취,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가 원칙적으로 산정가격을 검증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가격
및 이의신청가격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가격검증 절차』를
두고 있는한 합헌임

"검증"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의
내용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별하
고, 표준주택가격, 인근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주택가격
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4)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도록 판시하면서 『적정가격』인 부
동산 개별공시가격의 적격성을 구비하는 요건으로서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가격검증

절차』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조사평가한 후 엄격한 3단계 검증절차를
두어서 신중하고도 정치한 공시가격결정구조를 두고 있으나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아
예 검증절차를 부동산공시법에 두고 있지 아니하며 설령 조사산정기관 내부적으로 검
증절차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감정평업자에 의한 검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
가검증(self-검증)』은 검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4) 국토부, 표준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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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시가격의 적격성을 구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엄격하고도 전
문적인 검증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적격성을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적정가격은 전문가에 의하여 조사·평가된 공시가격이
어야 하고 이를 터잡아 조사·산정된 개별공시가격도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를
거처 신중하고도 정밀하게 결정·공시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공시가격에 헌법적 가
치가 부여되며 나아가 공시가격의 신뢰성구축에 기반을 두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4)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방세 과표로 대체 논거
부동산공시가격이 지방세 과표로서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 법리적 논거로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정
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과세공평성을 도모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혁
적으로 살펴보면 1975년부터 지방세 과표(시가표준액)제도를 구 내무부와 지방자치단
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지방세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면서 신고가
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고5)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6)
그런데 1975년부터 독자적으로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989년말 정
부의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의 수급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지가안정과 건
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
하도록 정책세제를 추진하고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목적인 지가안정을 위하여 「공
적 지가일원화문제」가 제기되었으며 1990년부터 토지 시가표준액은 종전의 토지 등
급제도를 개별공시가격제로 대체하도록 전환하면서 개별공시가격을 지방세 토지 시가
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당시 토지등급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지방세
과표로 바로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부담 급증 등 문제점 때문에 공시가격을 지방세과
표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표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시군 조사시가에 대체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등급제를 통한 과표현실화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
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조정하였으나 1996년
부터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토지과표로 사용하도록 입법되었다.

5) 구 지방세법 [시행 1975.1.1.] [법률 제2743호, 1974.12.27., 일부개정] 제111조 제2항 단서규정 다
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
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6) 구 지방세법 [시행 1975.1.1.] [법률 제2743호, 1974.12.27., 일부개정] 제187조 (과세표준) ① 재산세
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광구의 경우에는 광구면적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예에 준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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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하여도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
하여 주택을 부동산과는 달리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과
표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가액을 과표로 하는 체계로 되었고 구 부동
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지방세 과표로 활용하도록 입법하게 된 것이다.7)
이와 같은 입법적 연혁을 볼 때 공시가격을 지방세 과표로 대체하여 적용하는 논거는
당시 지방세 과표가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세불형평을 초래한 점
등이 과세표준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한데 그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5) 공시가격결정처분 하자와 과세처분의 효력승계(하자승계긍정설 VS 부정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
정기관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적용을 말하며 어떠한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될 것인지는 구
체적인 행사작용마다 그 성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개별공
시지가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이므로 각종 조세부담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내부
기준에 불과하다는 견해에서 벗어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개별적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8)
이와 같이 부동산공시가격 체계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공시처분은 행정처분
에 해당하고 그에 터잡아 재산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현행 지
방세법상 부동산공시가격을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세 과표결정과 관련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
격 및 공동주택가격산정의 하자를 내세워서 후행처분인 과세처분을 다툴 수가 없는
것은 하자승계부정설을 취하는 판례의 취지이었다.9)즉,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
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표준지공시지
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
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한바 있다.10)
7) 구 지방세법 [시행 2005.1.5.] [법률 제7332호, 2005.1.5., 일부개정] 제11조 제2항 제1호. 부동산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8) 대법원 2007두13159, 2009.4.23., 대법원 95누10075, 1996. 3.22. 등 참조
9) 대법원 93누16468, 1995.1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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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
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선행처
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
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
력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11)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시가격의 하자(흠)을 터잡아 재산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
분에 대하여 그 하자를 후행처분시에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는 하자승계부정설을 취하는 입장12)이며 일부 대법원판
례13)에서도 선행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공시가격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처분의 효력
을 다툴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공시법상의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
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가격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
는 것이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흠있는 공시가격을 터잡아 이루어지는 과세처
분에 대하여도 불복이유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0) 대법원 93누8542, 1994.1.25. 참조
11) [판례] 개별공시지가산정오류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당성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
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
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
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
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
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
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
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
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12) [사례]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2016지95, 2016. 3. 15)
13) 대법원 2011두18731, 2011.11.10.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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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공시가격의 운용실태 및 지방세 영향분석
(1) 부동산공시가격의 운용실태
(가) 현실화율이 낮은 공시가격 수준의 현실태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시가를 반영하여야 하나 시가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산
정구조이다. 즉, 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과 유사한 이용 가
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간이
한 비준표를 활용하여 공시가격 산정하되, 당해 토지 등의 가격과 표준지 등의 공시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시간,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비전문
가인 시ㆍ군ㆍ구 공무원 등에 의해 간이한 방법에 따라 대량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결정에서도 대량적이고 간이한 개별공시지가 등의 결정ㆍ공시체계
를 채택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등과 전문적 감정평가방식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등은 목적, 산정주체, 산정방법에 있어 차이를 인정한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등도
『통계적 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표준
지 공시지가보다 정밀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적정가격을 조사ㆍ감
정하여 결정ㆍ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는 달리 관계되는 개별 행정기관이 토지가
격 비준표를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에 의해 대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
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14)
이와 같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15)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현실화 수준에도 많
은 차이가 있다. 최근 언론보도 “나는 실거래가, 기는 공시가·····급등때 종부세 제외
수두룩”에서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격차를 지적하고 있다.16)
제기되는 문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 수준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의 수준이 동일 시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시가격을 결
정하지 못하여 차등이 발생한 경우가 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공시가격
의 현실화 수준 차이는 『동일가격에 대한 동일 세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나 동일
한 시가이지만 이를 결정·공시하는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담의 격차
가 발생하게 되고 나아가 보유세의 세부담에 있어서 『수평적 형평성』을 초래하게 되
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등에서는 과표에 대해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
한이 없기에 “개별주택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불형평성”을 개선해달라는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14) 헌법재판소 헌재 2009. 11. 26. 2009헌바141, 결정 참조
15) 국토부 보도자료(2019.2.14.)에 따르면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2018년
51.8%에서 2019년 53.0%(1.2%p)이고 표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2018년 62.6%에서 2.2%p 2019년
64.8%로 낮은 수준임
16) 경향신문 특집기사 9면, (2018. 3. 21(수)) 보도에서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1,2차 아파트
실거래가 반영도가 상반기(76,0%), 하반기(64.9%)로 각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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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공시가격의 조사·산정 주체 적격성
① 비감정평가기관의 성격
표준주택공시가격과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조사산정 주체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공기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17)의 규정에 의거 현재 감정원은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형태이고
감정원홈페이지에서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표방하고 있다. 현재 감정원은 그 설립 근
거가 되는 감정원법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정보를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
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정책을 지원하는 기능수행』을 사업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
된 것이다. 그 세부사업의 범위는 감정원법 제12조18)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
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능상으로도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한국감정원은 2016년 9월 1일부터 한국감정원법의 시행으로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립된 주식회사형 정부출연기관이다.(감정원법§1) 또한 한국감정원이 수
행하는 업무를 보면 부동산가격 조사·산정업무를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조사·평가업
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감정가액인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인 적정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 적격한 자격이나 지위를 구비하였다고 보는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감정원법상으로도 한국감정원의 지위는 2016년 9월 1일부터는 감정평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며 종전과 같은 감정평가기관
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감정원법 부칙§3)라고 규정하고 있다.19)
17)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
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18) 감정원법 제12조(업무) 감정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감정
원이 수행하는 업무
2. 부동산의 거래ㆍ가격ㆍ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ㆍ검토 등 정부 정책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ㆍ교육ㆍ연수ㆍ홍보 업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9) 한국감정원법 부칙 제3조(감정평가 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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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시장형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20) 제5조 제3항21)의 규정에 의거 한국감정원은 『준시장형
공기업』에 포함됨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적용받게 되며 경영공시, 경영감독, 임원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감정원법 제4조22)의 규정에 의
거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으며 납입자본금은 정부출자로 이루어지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민간 50.6%: 공공 49.4% 출자)
<표 3> 한국감정원의 자본금 및 주주현황(2019.1.1.현재)

(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상에서 주주현황을 발췌한 자료임

한국감정원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정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
므로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법인분 지방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며 2018년에도 189억원 순이익이 발생, 연도별당기순
이익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감정원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순이익율(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납입자본금

6,000

9,000

9,000

9,000

9,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41,847

146,773

149,351

150,053

179,950

(세전) 당기순이익

11,186

12,562

5,307

7,707

18,927

매출액 순이익율

8.4%

9.1%

9.9%

6.1%

?

(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상에서 경영공시사항을 발췌한 자료임

20) 여기서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21)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
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2) 감정원법 제4조(자본금) ① 감정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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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감정원 연도별 법인세 납부현황(단위: 천원)

(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상에서 경영공시사항을 발췌한 자료임

따라서 부동산공시법 제18조의 규정에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가 조사산정기관에 해
당하는 조직이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조사·산정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게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적정가격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
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3단계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 전문평가기
관에 의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헌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정원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감정원법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기
관이 아닌 법인인 이상 『전문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
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가격의 적격성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할 것이다.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검증부재 및 조사산정의 가액의 오류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공시지가와는 달리 검증절차를 두고 있지 아
니한 입법 구조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감정원 내부 검증절차가 있다고 하더
라도 제3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자가검증(self-검증, 깜깜이 검증(속칭))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공시가격에 대한 사전적 검증업무는 결정·공시하기
전에 검증절차를 둠으로서 공시가격의 오류를 방지하고 나아가 추후 이어질 과세처분
에 있어서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개연성을 방지하는데 있음(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참조)23) 에도 불구하고 유독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만 이와 같은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오류 등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제기
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세정 운영에 지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23) [판례 검증을 통한 지가공시제도 보완 근거
전국의 표준지수(標準地數)가 적어 표준지(標準地) 선택의 폭(幅)이 지나치게 좁고, 개별 토지 (個別土
地) 지가(地價)의 조사(調査)·산정업무(算定業務)를 이렇다 할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하부
행정기관(下部行政機關)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現行)의 행정실태(行政實態)하에서는,
토지 초과 이득(土地超過利得) 계측수단(計測手段)의 구조적(構造的)인 미비점으로 인하여, 토초세가
이득(利得)에 대한 과세(課稅)가 아니라 원본(元本)에 대한 과세(課稅)가 되어버릴 위험부담률이 높아
져 결국 헌법(憲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蓋然性)이 커
지지 않을 수 없으므로 관계당국에 대하여 지가산정(地價算定) 관련법규(關聯法規)의 정비와 아울러
그에 따른 행정(行政)의 개선책(改善策)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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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금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의 결정공시실태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금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인상하였으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되었으며,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
다.24) 이에 대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이의신청으로 경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
면 고가의 아파트인 서울 성수동소재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국토부
자료)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전국평균 현실화율(68.1%)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초고
가 아파트일수록 현실화율이 57.3%로 더욱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갤러리아 포레 전체아파
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세대(230세대 정도)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공시
가격을 인하하여 정정·공시한 바 있다.
<표 6> 갤러리아포레의 최근 3년간 공동주택공시가격 현황(국토부 공시가격알리미)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A)

2019실거래가(B)

비율(A/B)

195.2㎡

232,800

238,400

220,800

335,000

65.9%

전년대비

-

2.4%

-7.4%

241.93㎡

297,600

326,400

316,800

570,000

57.3%

전년대비

-

9.7%

-2.9%

<표 7> 갤러리아포레 2019년 1~2월 실거래가격 조회(국토부 실거래가조회시스템)

이를 분석하면 첫째,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금년도 조사당시 적정가격으로 볼 수 있는
실거래가격이 형성되었고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당시 가격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과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가 의문시 된다. 설령 한국감정원이 갤러리라포레에 대한 주택특성조사
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격조사산정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24) 국토부 보도자료(2019.4.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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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68.1%)에도 미치지 아니하고 이들 공동주택의 가격
이 초고가의 거래가액(실거래가)임에도 이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당초 결정 공시
한 금년도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을 일괄
인하 경정·결정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중앙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점에서 의문점이 제기된다.
둘째,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함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사유인 공
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로서 공시가격을 인하하
는 경우라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형식적 운영으로 대체하여 수정한 것이
라면 행정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다. 이와 같이 갤러리아포레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공시가격제도가 국민
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신중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면 공시가
격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현황을 보면 <포 8>과 같
이 공동주택의 조사물량을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의 인원은 매년
380명 내외의 유사한 인원이 조사산정하고 있으며 더욱 공동주택을 정밀하게 조사하
여야 할 조사자중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의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점
이다. 이는 공동주택 수량이 매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조사자 인원이 증가되지 아니
하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밀한 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거래사례
자료에 의존하여 통계처리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조
사자 인력 구성을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조사산정체계가 정확한 가격을 조사·산
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특히 부동산 가격 조사산정은
부동산이 소재한 부동산의 위치, 정황 등 사회적, 인문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임장활동을 수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활동이 결여될 경
우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부실로 연계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표 8>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인원 현황
연도

총계

감정평가사 자격소지자

비자격자

담당자

수행물량(단지)

담당자(비율)

수행물량(비율)

담당자(비율)

수행물량(비율)

2016

365

272,944

161(44%)

105,243(39%)

204(56%)

167,701(61%)

2017

379

282,577

144(38%)

106,194(38%)

235(62%)

176,383(62%)

2018

361

289,567

99(27%)

98,764(34%)

262(77%)

190,803(66%)

2019

381

294,995

99(26%)

99,563(34%)

282(74%)

195,432(66%)

㈜ 정동영의원 국토부 국정감사보도자료(2019.10.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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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금년도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공시가격 결정공시 오류사례를 보면
다음 <표 9>와 같이 같은 단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은 집이 오히려
큰 집보다 높게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공시되어 조사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사례를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나 단독주택공시가격과는 달리 공동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는 유독 검증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결정에서 공
시가격제도의 합헌 논지인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
장검증절차를 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표 9>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오류사례

㈜ 중앙일보 2019.3.19. 보도사례 참조

최근 상기 <표 9>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의 불형평 사례를 가
격격차분석 및 현실화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9-1> 공동주택(1) 공시가격 비교(단위 : 천원)
소재지

면적/상승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서초동서초

(8층)53.1㎡

308,000

344,000

392,000

465,000

591,000

현대 807호

(300,000천원)

2.7%

11.7%

14.0%

18.6%

서초동서초

(8층)59.4㎡

386,000

431,000

470,000

559,000

현대813호

(376,000천원)

2.7%

11.7%

9.5%

18.9%

3.6%

가격격차

76,000

78,000

87,000

78,000

94,000

-12,000

27.1%
579,000

<표9-2> 공동주택(2) 공시가격 비교(단위 : 천원)
소재지

면적/상승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문배동아크

(30층)84.97㎡

442,000

463,000

463,000

488,000

685,000

로타워3001호

(476,000천원)

-7.1%

4.8%

문배동아크로

(30층)126.3㎡

600,000

600,000

타워3002호

(645,000천원)

-7.0%

0

-1%

1.9%

12.7%

169,000

158,000

137,000

131,000

116,000

-4,000

기격격차

0
594,000

5.4%
604,000

40.4%
6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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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시가격 자체의 현실화 문제와 이에 따른 불형평
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간이한 비준표를 활
용하여 공시가격 산정하되, 당해 토지 등의 가격과 표준지 등의 공시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시간,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비전문가인 시ㆍ군ㆍ
구 공무원 등에 의해 간이한 방법에 따라 대량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량적이고 간이한 개별공시지가 등의 결정ㆍ공시체계를 채
택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등과 전문적 감정평가방식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등은
목적, 산정주체, 산정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등도 『통계적
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
가보다 정밀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적정가격을 조사ㆍ감정하여 결
정ㆍ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는 달리 관계되는 개별 행정기관이 토지가격 비준표
를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에 의해 대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헌재 2009.
11. 26. 2009헌바141, 결정 참조)

최근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일정한 시가기준으로 그 이상인 고가주택을 많이 인상하
고 저가주택은 적게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그 기준이 타당성 있는 기준인지여부와 공
시가격 현실화율을 명분으로 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급진적으로 높게 인상을 하고 저
가 주택에 대하여는 낮게 인상을 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주택 공시가격간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상 공시가격 자체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
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인 적정가격으로 시가를 반영한 가격
인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율로 조정한다는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모순을 초래한다. 따라서 공시가격현실화추진과 관련하여 공시가격은
인근 부동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사·평가한 가액을 공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실화율을 역산하여 고가주택과 고가이외 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인상폭을 미
리 정하여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형
평성에도 결여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결정과 균형유지가 중요한 만큼, 전체 주택가격
은 인근주택공시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며 균형을 훼손하
는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 가격 균형성이 심히 훼손된 경우
에는 위법한 공시가격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95누2098, 1995.6.16.참조)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이어야 하고 이는 시가를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같이 객관적인 가치를 터잡아서 공시가격으로 공시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가치
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사례가격, 감정평가자료를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마련한 다음 이를 공시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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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과표평가체계와 공시가격제도 활용 입법례
(가) 일본 지방세법상 고정자산세 과표 및 평가 입법운영
일본의 경우도 지방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조사산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지방세법에서 일본의 부동산 등 과표
제도와 관련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재산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그 평가
기준 및 평가실시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지방세법상 25) 총무대
신은 지방재정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고정자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실시방법 및 절차(이하
“고정자산평가기준”이라 함)를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본지방세법에 고정자산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와 가격결정에 관한 규정과 고
정자산 가격에 관한 불복심사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에는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국세인 조세법이나 외국사례인
일본 지방세법에서도 조사산정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평가』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조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평
가활동이 불가피하다.26)
또한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정촌소속 공무원과
는 별도로 고정자산 평가전문요원의 선임과 자격요건의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업
무범위를 정하고 있다.27) 고정자산평가원은 市町村長의 지휘를 받아 고정자산을 적정
하게 평가하는 한편, 市町村長의 가격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市町村에 고정자산평가원
을 두며 고정자산평가원은 고정자산평가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市
町村長이 市町村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실질적인 중앙과 광역·기초 자치단체간의 평가역할 및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바, 중앙
에서는 고정자산평가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정자산 평가업무를 조언 및 지도를 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고정자산
의 평가 및 결정고시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이한 사항은 일본의 경우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총무대신이나 도부현지사가 직접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권한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정촌장에게 통보
하여 이를 고정자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28)

25) 日本 地方稅法 第388條 総務大臣は、固定資産の評価の基準並びに評価の実施の方法及び手続（以下「固
定資産評価基準」という。）を定め、これ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固定資産評価基準
には、その細目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道府県知事が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旨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２. 総務大臣は、前項の固定資産評価基準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地方財政審議会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26) 2017년 박명재의원님(자유한국당)께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조사”를
“평가”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27) 일본 지방세법 제404조 참조
28) 日本 地方稅法 第389條 第2項 市町村長は、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場合においては、遅滞な
く、当5市町村に配分された固定資産の価格等を固定資産課税台帳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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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에 대한 가격결정시 평가절차를 거처 결정하고 있으며 조사·산정하지 아니하
며 전문평가요원(고정자산평가원)이 평가한 가격을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29) 고정자산평가원은 토지 또는 가옥평가를 하는 경우 道府縣知事
가 그 토지 또는 가옥소재지 市町村長에게 통지한 가격이 있을 때는 그 토지 또는 가
옥에 대해 지목변경, 개축, 손괴, 그 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통지된 가격으로 곤
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지된 가격에 따라 토지 또는 가옥평가를 하여야 하며,
市町村長은 고정자산평가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평가조서를 受理한 경우에는, 이에 의
해 고정자산가격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급기관에 의한
고정자산가격에 대한 수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인 총무대신은 도부현지사
에게 시정촌장이 결정한 고정자산 가격이 고정자산평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수정
권고할 수 있으며 도부현지사는 시정촌장이 결정한 고정자산 가격결정이 고정자산평
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수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道府縣知事는 市町村의
고정자산가격결정이 고정자산평가기준에 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市
町村長에 대해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을 수정 등록 하도록 권고한다30). 총
무대신은 市町村의 고정자산 가격결정이 고정자산평가기준에 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道府縣知事에 대하여 해당 市町村長에게 권고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으
로 한다.31)
(나) 국세(상속세 등)에 있어서 공시가격의 보충적 활용
부동산공시법에서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법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등 과세대상에 대한 입법형식과 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단순히 조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4장
전체) 즉,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제4장 재산의 평
가』을 마련하고 있으며

평가원칙, 각 물건별 기준시가 산정·평가기준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2) 국세(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는 『시가』의 의미를 보면 ‘시
29)
30)
31)
32)

일본 지방세법 제409조 내지 제410조 참조
일본 지방세법 제419조 참조
일본 지방세법 제422조의2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
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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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
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33)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
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34)

이 경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이와 같은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시가격을 보충적 가격으로 활용
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국세의 기준시가제도에 대하여 보면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관련 법(소
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비교적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 유보원칙을 유지하
는 차원에서 규정하고 하위 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그 평가산정에 필요한
세부방식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산정
고시는 지방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와 동일하게 산정 및 적용방식 등을 고시하고
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시가격이 불합
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공시가격을 현황에 맞게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
거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어 수정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한 배율을 적용하는 배
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별도로 기준시가를 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5)
주택가격의 경우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36)
따라서 국세중 상속세및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평가의 원칙
등 총론 규정을 마련하고 평가 가액의 적용 순서와 평가기준일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時價)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적용하
고 있는 것이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
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
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33)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두7905 판결
34)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3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3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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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가격 체계와 운영실태에 따른 지방세 영향분석
(가)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에 따른 과세불형평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보다 낮다는 점은 오래된 숙
원 과제이다. 매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보유세 과세기준인 과표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세금
으로 환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현재는 보유세 과표를 바로 공시가
격(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를 적용하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다음 보유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반영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근로소득자와 과세표준과 비교할 때 불형평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이 전부 노출되는데 반하
여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시가의 일부만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불형평으로 지적
되는 점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는 가득소득여하에 불구하고 보유사실에 기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득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나아가
조세민원을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과정에서 일부 현실화율이 시가를 초과한 부동산도 있으나37)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즉, 부담능력이 있는 고가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
에 따른 세부담문제는 부담능력 범위내에 타당성을 가지지만 일반 서민이 삶의 터전으로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문제는 다
른 여러 제도와 함께 『보유세의 적정 부담수준』을 정책적으로 정한 다음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즉 보유세정책에 있어 과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은 동시에 고려되
어야만 할 것이다.
(나) 공시가격 오류에 따른 과세처분의 영향
① 지역간, 납세자별 불형평에 따른 수직적 · 수평적 과세불형평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실질적인 세부담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으나 객관적인 가치
인 시가, 즉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거래가액 이나
취득시 신고납부하는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정도를 판
단할 수가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정도는 지역간 각각의 부동산별로 천
차만별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시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에 대하여 세부담을 적게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세부담적용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평적 · 수평적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37) 대법원에서는 “시가표준액에 대한 결정이 시가의 변동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위법하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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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재산세부담 차이비교
구분

시가(천원)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산세부담

서울 서초무지개아파트(140.01㎡)

1,535,000

864,000

56.3%

1,443,600원

서울 송파잠실주공단지(75.㎡)

1,440,000

880,000

61.1%

1,482,000원

4.8%

△38,400원

차이

95,000

㈜ 상기자료는 경향신문 특집기사(2018.3,21 9면 보도)내용중에서 발췌한 공동주택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분석함

상기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가가 서초 무지개 아파트가 송파잠실주공아파트보다
95백만원이나 고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오히려 38,400원을 오히려 적게 부담
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이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공동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많이 부담하는 과세 역진성을 초래
하고 있는 것이다.
② 과표산정과 과세불형평에 따른 실질적 감세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가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적게 되
어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을 감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일수록 『실질적 보유세 감면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에 따라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하나 공시가격의 오루가 발생하는 경우나 공시
가격을 인하 정정하는 경우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지방정부가 감
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하여 재산세 등 보유세 감면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표 11> 공시가격을 정정한 공동주택 단지 재산세 감면 현황
단지명
갤러리아포레
UPPERHOUSE
엘리시아서리풀2
(247-6)
럭키하우스
금강프리빌
영동B
럭키빌
(553-20)
대성하우징
청솔1차

당초세액
(세대당 평균)
10,418,816
6,330,013
1,103,227
992,533
675,220
2,064,901
427,611
455,700
345,003
314,880
87,291

정정세액
(세대당 평균)
9,656,551
5,902,408
864,347
818,587
531,120
1,946,200
320,736
398,880
309,999
289,307
80,359

감면세액
(세대당 평균)
762,265
427,604
238,880
173,947
144,100
118,702
106,875
56,820
35,004
25,573
6,933

합계

감면세액
(단지 총액)
177,607,680
8,124,480
4,299,840
1,565,520
1,729,200
10,445,760
1,389,600
909,120
1,295,160
230,160
3,466,320
211,062,840

㈜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합산액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교육세는 미포함
㈜ 정동영의원 국토부 국정감사보도자료(2019.10.2.)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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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을 인하하면서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는 세대당 76만 원씩
230가구에서 총 1억 776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서초구 UPPERH
OUSE와 엘리시아서리풀2은 각각 세대당 42만원, 23만원을, 용산구 서계동 247-6 빌라는 세대당 1
7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제도가 서울 주요 공동주택 단지의
재산세 등 보유세를 사실상 감액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38)
③ 낮은 누진단계세율 적용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로 인한 실질적 과세권행사
공시가격 비현실화에 따른 낮은 재산세 세율과세구간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
산세 과세대상은 재산세와는 달리 모든 토지와 일정가액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
는 국세이다. 즉, 전국합산되는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39)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토
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40)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
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실제 시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현실화율
에 의거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금액이하로 하향 결정되는 경우에는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에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를 결정하는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실질적
인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시가격현실화율에 의하여 과세대
상 범위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표 12>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결정
구분

시가(천원)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적용판단

서울서대문구 H아파트 (84.99㎡)

695,000

450,000

64.7%

제외대상

서울도봉구 S아파트 (104.01㎡)

847,000

610,000

72.0%

과세대상

결론적으로 공시가격의 불형평 및 오류문제는 동일가격 동일세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조세평등주
의를 실현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며 과세불형평차원에서 볼 때 동일한 세부담이 이루어 지도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시가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실화율이 천차만별인 상
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이 현실화율이 높은 부동산 소유자에 비하여 보유세부
담을 적게하고 있는 점은 수직적형평성 내지 수평적 형평성에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
는 것이다.
38) 정동영의원 국토부 국정감사보도자료(2019.10.2.)참조
3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참조
40)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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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제도상 검증절차 흠결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헌성 문제
전체적으로 개별공시가격의 산정특성상 시가반영도가 동일하게 낮은 경우에는 수평적 형평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나 부동산 가격이 동일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부담』인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세평등주
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객간적인 가치인 시가, 즉 적정가격을 산
정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산정구조는 조사평가를 하여 정확하게 산정된 표준가격을 근거로 3단계
전문가에 의한 검증체계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하도록 한
2016년9월에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기인하거나 공시가격산정 불형평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도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조사·평가되지 아니하고 비전
문가에 의하여 조사·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터잡아 개별주택가격이 조사산정되고 이에 대한 전
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6년 9월이전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조사·산정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비전문평가기관에 의
하여 조사산정된 이상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구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지적된다.
또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상41)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위배되지 아
니하여야 하나, 토지의 공시가격과는 달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체계는 전문가에 의
한 정확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한 부동산공시법의 관련규정은 주택(단독, 공동)의 과세기준을 토지의 과세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 차별 금지』하는 헌법
적 가치에 비추어 부동산공시법의 타당성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라) 대량통계모형에 의한 공시가격 조사산정 통계적 처리체계의 한계
부동산공시법상 개별공시가격 결정은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조사·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등도 『통계적 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
보하고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정밀성이 떨어지고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래가격 등의 자료가 없는 토지나 고가주택의 거래가 저조하고 유사한 주택이 없
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를 반영하는 통계적 기법이 없는 관계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토지, 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없고 대량평가모형에 의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거래사례자료에 의한
『통계적 기법』만으로는 거래가 거의 없거나 저조한 부동산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하는데에는 한
41)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
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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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 조차 거치지 아니하는 공시가격 조사
산정구조하에서는 현실화반영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통계적 분석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만을 보유세 과표로 적용하기 때문에 안주할 수 있는 기법이다. 만약 공
시가격 현실화된 상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100%)을 그대로 적용하는 보유세 구조하에서는
조사·평가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와 부합되지 아니하게 된다.

(마) 다원화된 공시가격 조사·산정체계의 왜곡
① 일관성없는 공시가격체계에 따른 지방세정운영상 혼선 초래
원칙적으로 표준공시가격은 전문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가격을 중앙정부가 결정하
고 이를 터잡아 부동산이 소재하여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
하여 개별공시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당초 1990년당시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도입 당시에 부처간 합의하여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그 이후 2016년
까지 토지공시체계와 단독주택공시체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표준공동주택과 개별공동주택을 구분없이
결정·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여건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적합성이 떨어지는 등 공시가격 산정체계상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42)
이는 공시가격의 불복이나 안내를 받기 위하여 토지, 단독주택의 경우 가까운 지방자
치단체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부장관(한국감정원에 위탁하고
있음)에 불복청구, 문의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분만 아니라 특히, 재산세 등이
부과고지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가격산정이나 근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
로서 과표결정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알 수가 없으며 납
세자가 민원을 제기한 때에는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
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을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으로 이첩하는 등 제대로 민원을 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체계도 일관성이 없
는 구조이다. 즉,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 비주거용일반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결정공시하고 있으나 개별 비주거용집합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사·산정기관의
용역결과를 검증절차없이 결정하는 구조이어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시행상 문제가
예상된다.43)

42) 조선일보 특집기사(2016. 5. 17 2면), “여긴 49%, 저긴 95%-- 멋대로 공시가에 세금도 들쭉날쭉”이
라는 제목의 보도이며 조세형평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43)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한 공시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표준공시

검중체계

근거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국토부장관(감정평가
업자 등 조사·산정)

시장·군수·구청장
(지방공무원 산정후 결정)

감정평가업자 등검증

§20, §2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국토부장관(한국감정
원 등 조사·산정)

국토부장관
(한국감정원 등 산정후 결정)

[검증절차 없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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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

② 보유세 과표결정권자와 공시가격 결정권자의 불일치
개별토지공시가격의 경우 결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이를 지방세
과표로 활용하는 것은 『과세권자 = 과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동주택가격의 경
우 공시가격결정권자가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과표결정권자와 차이 『과
세권자 ≠ 과표 결정권자』가 발생하게 되어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
표결정권자와 공시권자가 동일하다.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과세권자가 아닌 조사·산정기관이 조사·산정한 것을 바로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가감 수정하여 사용하여
야 할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조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산정기관에 가격산정 용역을 의뢰하여 산정한 결과를 국토부장관이 전문가에 의
한 3단계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제고 필요성
(1) 급격한 공시가격현실화 과정에서 국민의 인식변화에 부응
최근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째, 국민 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율의 기준이 되는 『시가』란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
지고 절차상 투명성이 없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객관적인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여 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이므로
실제 개별공시가격 결정공시와는 시간적으로 불일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시가
를 일치시켜 공시가격으로 하는 데는 기술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시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수급사정에 따라 늘 변동하는
것임에 비하여 과세관청은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할 조사평가 기술상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시가와 공시가격이 언제나 일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양자간에 어느 정도의
괴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참조)
부동산공시가격이 객관적 가치인 시가는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
정된 경우 어느 정도 높은 것은 시가가 시시각각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
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날수 없으나 용인되는 시가범위의 일탈한계를 벗어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시가격이 객관적인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
하지 못한 채 시가와의 격차가 극심하여 용인범위를 일탈하게 됨으로서 현저하게 불
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7.8.선고, 95누179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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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주택에 관하여 비준율 등의 각종 요소를 기계적 적용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을 하든지 부동산
공시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 절차를 밟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어떠
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경우 주택의 정당한 시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
당한 공시가격으로 적격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
43797결정 참조)

그러나 공시가격은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면 그 시가에 대한 조사·산정한 기준이 되는
가격에 얼마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인상되었
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
록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유자는 인근 주택과의 주택공시가격의 비교를
통하여 내집과 옆집과의 주택공시가격이 차이가 발생하며 불형평 문제 등에 대하여
왜 차이를 두고 공시가격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종 언론 등에서는 현행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폭 넓게 하고 있
지 아니하고 정작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공시가격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깜깜이 공시가격제도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44)
둘째, 그동안 국민들은 공시가격의 비현실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고
이른바 『비현실화의 함정(陷穽)』에 빠져 있었다. 그러데 공시가격 현실화과정에서 세부
담을 급증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부동산공시법상 개별공시가격 결정은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조사·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등도 『통계적 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
보하고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정밀성이 떨어지고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하기 때
문에 거래가격 등의 자료가 없는 토지나 고가주택의 거래가 저조하고 유사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를 반영하는 통계적 기법이 없는 관계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토지, 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없고 대량평가모형에 의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거래사례자료에 의한
『통계적 기법』만으로는 거래가 거의 없거나 저조한 부동산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절차』 조차 거치지 아니하는 공시가격 조사·산정 구조하에서는
시가 반영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통계적 분석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만을 보유세 과표로 적
용하기 때문에 안주(安住)할 수 있는 기법이며 비현실화율 함정(陷穽)에 놓이게 된다.45) 만약
공시가격 현실화된 상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100%)을 그대로 적용하는 보유세 구조하에서는
현행 주택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와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다. 공
44) 조선일보(2019.4.18.보도), 『왜 올랐지, 알고 싶어도... 정부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등
45)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검증』은 공동주택 기초정보의 정확성 및 공동주택 가격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한국감정원 지사·거점지사간 상호 비교·검증을 통하여 자체적으
로 검증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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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가격의 경우 법률적으로도 검증절차를 법제화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가격 자체
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조사·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시스
템에 의거 조사·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적정가격 산정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하다.
주택공시가격 조사산정업무를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더 심화되었고 한계점에 있는 것이다. 이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공시가
격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불형평을
방지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 역할을 강화하여 나아가 공정한 과세 등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역할을 제고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부동산가격 조사·산정상 임장활동 수반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적임성
부동산 가격조사산정업무는 당해 토지의 특성조사를 기반으로 가격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특성은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필연적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정확한 가격산정이 되는 것
이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공시하도록 한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
인 고정성(정착성)에 기인하며 이와 같은 토지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나
인문적 특성이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나아가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
장(臨場)활동을 수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정확한 통계적 분석기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개별공시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공시체계는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문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활동
을 통하여 시가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그 적정가격을 기초로 비준
표 등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 가까이 있어 현황조사 등 임장(臨場)활동이
가능한 시군구 등이 조사·산정하는 방식이 논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경우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전문 감정평가사가 아닌 조사·산정기관이
수행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표준, 개별공동주택을 모두 조사·산정기관이 조사산정하고
있으면서 가격검증체계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여 오류 및 부실산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실산정이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징수시 과세불형평 등 악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46)
또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공시법상 감정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증체계가 없기 때문에 부실산정이 예상
되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그 범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유사
한 오피스텔 등 부동산이 있지만 집합상가 등은 개별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증체계를 수반하도록 보
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공시업무의 수행체계가 이론적으로 불합리하고 일관
46) 한국경제신문 보도(2019.3.22.), “논현동 연립주택 3곳은 반경 50m 안에 있음에도 공시가격 상승률
이 6.7~20.6%로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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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부동산은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적정가격으로 중앙
정부가 공시하고 개별부동산은 표준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임장
활동을 통하여 조사·산정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3) 대량 조사산정에 따른 오류보완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 적합성제고
일시에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일시에 대량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 부동산공시가격을 터잡아 개별부동산공시가격을 조
사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계적 처리에 의한 대량평가모형을 사용한다
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개별 공시가격 등도 『통계적 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객
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표준 공시가격보다 정밀성이 떨어지며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가격은 토지가격 비준표 등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법에 의해 대량적으로 산정
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 아닌 것
이라고 보고 있다.47) 따라서 대량적으로 조사·산정하는데 따른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
여 지역을 관리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방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오류 등에 대한 시
정하는 역할이 불가피한 것이다.

(4) 공시가격오류에 따른 지방세 과표경정·결정 필요
현행 지방세법은 국세와는 달리 부동산 공시가격을 그대로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시가격의 오류 등 불합리한 공시가격을 공시하는 경우 그
대로 재산세 등 부과징수시 이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시 과세근거의 타당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의 경
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실태를 보면 주택의 실거래가, 주택매매거래동향, 시세정보를
참고하여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공시가격산정이 일관성을 상실한
채 결정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공시가격현실화를 위해 급격한 현
실화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오류 공시하는 사례
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세 과표의 경정결정
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13> 유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비교
소재지

면적/상승율

2015

2016

2017

2018

2019

논현동77-5

132.8㎡
(396,000천원)
154㎡
(399,000천원)
124㎡
(374,000천원)

405,000
2.3%
410,000
2.7%
384,000
2.7%

458,000
13.1%
463,000
12.9%
433,000
12.8%

491,000
7.2%
496,000
7.1%
464,000
7.2%

540,000
10.0%
544,000
9.7%
510,000
9.9%

576,000
6.7%
622,000
14.3%
615,000
20.6%

그린빌
논현동85-5
드림빌
논현동 석탑
빌라202호

㈜ 한국경제신문 보도(2019.3.22.)사례를 근거로 5년간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분석한 자료임
47) 헌재 2009. 11. 26. 2009헌바14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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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정부의 지방세 역량강화방안
(1) 공시가격의 결정주체와 산정구조 재정립
○ 중앙 정부 : 표준 공시가격 결정 → 기준 가격 설정,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
○ 지방자치단체 : 개별 공시가격 결정 → 다양한 지역여건 반영, 현장 적합성

공시가격산정체계는 중앙정부가 시가를 정확하게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표준공시가격은 결정·공
시하고 개별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공시가격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역특성(자연적 특
성, 인문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결정·공시하는 체계가 바람
직한 공시가격 조사·산정구조이다. 이와 같은 공시가격산정체계를 설계한 이유는 표준공시가격
은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시가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적정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야 이를 터잡아 조사산정된 공시가격도 적정가격으로서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
보하기 때문에 보유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
준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공시법상의 체계는
이와 같은 산정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체계는 부동산공시법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관계자는 중앙정부(국토부장
관)가 제도를 입안, 총괄관리하고 이를 운영하는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감정
평가사협회가 각각 공시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표준공시가격의 결정과 운
영, 각각의 개별공시가격 조사산정기준 마련하고 이를 총괄관리 감독하고, 한국감정원은
국토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비준표개발 관리, 비주거용부동산 조사산정기법개발 등 개
별공시가격 조사기법보급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의 표준공시가격
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단독, 공동)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은 조사·산정하
여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사협회는 표준공시가격에 조사·평가업무
수행 및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의한 검증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공시가격의 현실
화와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도록 부동산공시법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를 표준과 개별로 분리하여 개별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담하게 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업무로 개별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
하도록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되어 일관성있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법과
관련된 법령인 감정평가사법이나 한국감정원법도 각 업무수행주체별 업무범위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을 병행 개정되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논쟁과정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지가관리정책은 지방자
치법상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48)에 해당하여 국가가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다.49)
48)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49) 허강무,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과제”, 공법학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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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에
부대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도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
여 부동산가격 공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한 이후 분권에 관해 논의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체계의 재정립차원에서 보면
공시가격은 국가가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기준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현장에
서 다양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공시하면 더욱 공시가격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지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다. 또한 전문성측면에서 한국감정원의 조직구성이나 업무성격을 보면
2016년 9월부터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체계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면 다음과 같다. 이로서
① 부동산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여 결
정·공시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고 ② 지방
분권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충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시가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4> 공시가격 운영주체별 업무 역할 조정
구분

현행 역할

재정립

국토교통부

업무총괄, 표준 부동산가격공시

업무총괄, 표준 공시 등 정책업무

지방정부

개별토지,단독주택가격공시 및 관리

감정평가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검증

모든 표준 부동산공시가격 조사평가, 검증

한국감정원

주택(표준단독,공동) 조사산정

비준표개발, 통계 등 공시업무지원

→

개별 부동산가격공시 및 관리

(2) 공동주택에 대한 직접적 공시가격의 결정·공시권 부여
(가)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제도의 이원화 분리
현행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국토부장관이 감정원에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사
산정 의뢰하고 그 조사·산정한 가액을 검증없이 바로 결정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산재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감정원조직을 통하여 일시
에 조사·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물론 대량통계모형을 통하여 공
동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한다 하더라도 정밀하지 못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
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체계를 이원화하여 중앙정부는 표준공동주택을 조사·평가하
여 결정·공시하고 이를 터잡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방정부가 지역여건에 맞게
결정·공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터잡아 재산세 등 과세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평과세구현 등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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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권 부여
현행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산정은 물론이고 결정·공시권을 중앙정부
가 모두 가지고 있어서 지방정부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산정근거를 알수 없는 상태이
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재산세 부과고지를 하더라도 재산세의 부과고지의 근거가 되
는 과표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납세자에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재산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에
문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깜감이 검증인 상태에서 시
세동향 등을 파악하여 통계적 기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는 단순적인 답변을 받기 때
문에 납세자는 불만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만은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방세정
에 대한 불신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여건에 정통한 지방정부가 해당 관할 소재지에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함으로서 산출근거를 납세자에게 설명할 수 있을 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것
이며 조사·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서 지역내 공동주택간의 공시
가격의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을 통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시가격의 부실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시가
격의 오류를 발생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수정권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납세자
의 민원을 해소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정 신뢰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지방정부 주도의 공시가격 검증권 실행
(가) 탁상검증 근절과 실질적인 공시가격 검증 실행
"검증"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표
준지,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의 내용 및 가격비준표(토지, 주택) 적용 등
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인근개별가격 및 전년도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도록 탁상검증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인바, 부동산공시법상 개별주택공시가격의 검증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감정원 등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권행사
를 주관하는 것이므로 검증장소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주택가
격 검증시에는 반드시 현장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함으로 시청·군청사무실에서
하되 그 소재지가 원거리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인근 지역내 공공장소(읍·면사무소
등)을 검증장소로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지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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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검증업무처리지침] 제8조(산정지가검증의 장소) 산정지가검증은 시·군·구청에
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료
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업무처리지침도 동일한 내용임

또한 공시가격 검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검증수수료지급은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
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대상 부
동산 수가 적어서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
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준§3②) 이 경우 검
증수수료는 국비예산과 지방세예산을 각각 50% 이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기준§3①)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체
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제3자 검증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형식적 검증에 따른 수수료 과다청구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
별주택공시가격 검증과 관련하여 개별주택별로 검증하고 시청이나 군청 사무실에 출
근확인서 비치하여 검증실태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시가격검증 인
건비산정 지급과 관련하여 검증수행자를 감정평가사(자격자) 검증을 원칙하고 비자격
자를 배제하는 등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시가격 검증시간 및
건수 확인등 실제검증 확인체계 확립등 검증 수수료지급 부적정 집행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운영상의 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시가격 검증권과 과표로서의 타당성 확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제도는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 결정50) 취지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산정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문성
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군구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
하여 지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지가공시법령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검증절차의
도입 취지는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하여 전문 평가사가 이를 검증함으로서 공시
가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51)

공시가격의 검증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제3자인 전문 평가사에 의뢰하여 부동산
검증을 하는 것이며 이는 공시가격의 위헌성을 보강하는 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합헌성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터잡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이
50) 헌재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결정 참조
51) 헌재 92헌바52, 1994. 7. 29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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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3자 전문가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부여받는 이상 다소
시가와 괴리되어도 합헌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합헌성을 부여받은 개별공
시가격 공시결정한 선행처분에 터잡아 재산세 등 부과징수하는 후행처분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합헌성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 자체가 없는 공동주택공시
가격에 터잡아 부과징수한 처분에 대하여 합헌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52)

(4) 공시가격에 대한 지방정부에 의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가) 깜깜이 검증에 따른 공시가격 정보제공으로 주민 신뢰 확보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관심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공시가격에 현실화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53) 이에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에서는 공시가격의 조사산정에 대하여 내부정
보라 비밀이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은 부동산공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었
다고 안내를 하는 실정이다.54) 이와 같이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조사산정기준을 설
명하여야 주민들이 납득하고 그에 따라 부과고지되는 재산세 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처분인 공시가격의 결정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내부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공시가격
에 대하여 더욱 더 심화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지방정부에서 결정·공시함으로서 지
역 주민에 대하여 공시가격 조사·산정 결정기준 등을 제공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도모할 것이다.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토지 등 공시가격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함(대
법원 2011두18731, 2011.11.10. 등 참조)으로 국민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방어를 도모하

도록 공시가격결정처분에 대한 조사산정기준이나 과정 등에 대하여 국민 등이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정보공개요청권」을
신설하고 국민의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지방정부는 토지 등에 대한
공시가격과 관련된 가격조사·산정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이와 유사한 인근 토지 등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근거와 관련된 조사·산정가격 등 정
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55)
52)

전동흔, “보유세 과세표준과 주택공시가격의 적격성에 대한 고찰”,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제3권 제
3호, 2018년9월
53) 매일경제신문 2019.3.28.보도, “공시가급등 납득 못해, 집주인들 단체행동 나서“, 조선일보
2019.4.4.보도, ”공시가격기준, 집주인에게도 비밀, 미국선 15쪽 설명서제공“
54) 조선일보, 2019.5.1.보도, “공시가 이의신청을 했더니 내부정보라 비빌, 관련법에 따라 처리 답변만”
55) 2019.10월 이헌승의원 대표발의한 부동산공시법 개정법률안 제31조의 규정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
장하는 입법을 발의한바 있다.
개정안 제31조(토지 등 소유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토지 등 소유자(감정평가사 등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불복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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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불이행에 대한 이
의신청 등 불복권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결정·공시된 공시가격 결정기준 등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나) 사후적 개별 공시가격 경정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나 조세 부과징수에 대한 고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상당기간의 청구기간을 부
여하고 있으나56) 현행 부동산공시법(§7, §11)에서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
으로 국토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 강화 및 다른 행정처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복청구기간을 90
일로 연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57)
또한 현행 부동산공시법상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
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
기 어렵고, 이의신청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절차적 권리보
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결정처분이 국민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감안하여 불복절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을 준용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엄격한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만큼 출석진술권, 사전열람권 보장 등 심리 절차 등에 있어서
부동산공시법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
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청구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공시법상
의 이의신청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헌바30, 2001.6.28.참조)
특히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준사법적 절차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로서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심사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1.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의 토지 등에 대한 공시가격과 관련된 가
격조사·산정에 대한 일체의 정보와 이와 유사한 인근 토지 등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근거와 관련된 조사·산정가격 등 정보
2. 토지 등 소유자 본인으로부터 이의신청 등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
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56)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
구하여야 한다.
57)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동
산공시법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국세 등 부과처분의 불복기간이 90일이며 재산세 등
불복청구기간도 90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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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과표 수정권 및 층별지가공시제 도입
(가) 부동산공시가격 확정후 오류에 대한 지방세 과표수정권 부여
부동산공시법상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8)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활용여부는 개벌 세법에서 적용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입법적
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등에
서 주택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단 주택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되면 이를 과세권자가 여과없이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비주거용집합부동산공시가격의 결정을 전문 감정평
가기관이 아닌 조사산정기관이 조사·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조사·산정되어 공
시가격 비현실화 문제, 불형평 문제가 종전 부동산공시체계보다도 심화되는 등 부작
용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실과세와 조세 민원으로 연계
될 수밖에 없다.59)
따라서 공동주택가격과 비주거용집합부동산공시가격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과세표준으로 바로 적용
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에 맞게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유세 과세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정하여 재산세 등 부과징수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개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의 입법례에
서도 공시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지방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위법
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표 조정권 도입은 불가피하다.60)
(나) 토지에 대한 층별개별지가공시제도의 도입 추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나지상태에서 지면의 1㎡당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있어서 상가 등 건
축물이 있는 토지중 집합상가 등이 있어 층별로 분양가격 등이 상이하여 층별로 차등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수 없는 산정구조이다. 그런데 보유세인 재산세는 지하층,
지상층에 불구하고 공사가격에 토지 지분을 곱하여 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

어서 실제 공시지가에 따른 세부담을 고려할 수 없는 실정이다.

58) 부동산공시법 제19조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
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59) 경향신문 특집기사 9면, (2018. 3. 21(수)) 보도에서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1,2차 아파트
실거래가 반영도가 상반기(76,0%), 하반기(64.9%)로 각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보도하였다.
60) 대법원 2015. 9. 10선고, 2015두4379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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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합건물내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 보유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
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율(利用率), 지하 부분의 이용
율 및 그 밖의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상가의 층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과표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세
체계가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 되고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인별합산하기 때문에
현행 보유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유세 과세기준으로 비주거용집
합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공시되어도 쓸모가 없게 된다. 설령 취득시 과세되는 취득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안분
하여야 함으로 이에 적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표 조정권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등의 점포 등이 지하층이나 지상 상가건물내 고층에 위치할 경우
지상 1층 부분의 수익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가격은 지표면상의 1㎡당
개별공시가격에 지분면적별로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층 등에 소유한 점
포 등의 영세사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하층이나 고층 집합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차등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층별효용
비율을 감안한 『층별개별공시지가제를 도입』하여 이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
공시하여야 할 것이다.

(6) 지방분권에 걸맞는 공시가격운영체계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확충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고61)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
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하며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
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2)
앞서 본바와 같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업무가 국가업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하여
표준공시가격에 대하여 전국적인 지가 등의 통일된 관리를 위하여 타당할 것이지만
이를 터잡아 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등 지역에 정통
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집행의 효과가 더 높은
만큼 지방분권법령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지방에서 개별공시가격을 관리하도록 하
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61)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구역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참조
62)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구역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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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선행 전제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가격제도 운영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직과 인원이 보강되거나 재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공시가격업무가 국가업무라고 주
장하는 견해에서도 지방정부가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확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공시가격을 관리·운영할 부동산공시가격 평가 전문가를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배치함으로서 공시가격 조사·산정업무의 질을 향상시켜 현
실화율을 제고시키고 공시가격업무를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업무는 지적과 등에서 하고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공시업무는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하
도록 조직개편을 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조정에 따른 부동산 공시
가격관련 예산집행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등 재조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공시가격
조사산정과 관련한 예산도 2019년도 현재 국가예산을 보면 1245억원으로 업무조정시
이에 걸맞는 중앙예산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15> 2019년 부동산가격공시 예산 현황(단위 : 백만원)

지가조사

주택가격

사업구분
표준지공시지가
단수평가
복수평가
특수토지
이의신청
개별지가 검증
지가변동률
임대동향조사
표준지부대업무
소 계
표준주택조사
개별주택검증
공동주택조사
표준주택부대업무
소 계
총 계

계
37,226
6,540
30,520
131
35
4,794
25,344
13,443
1,000
81,807
11,759
12,785
17,450
750
42,744
124,551

감정평가업계
37,226
6,540
30,520
131
35
4,794
42,020
42,020

한국감정원
25,344
13,443
1,000
39,787
11,759
12,785
17,450
750
42,744
82,531

6. 결어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등 여러 사회 전반에 대하여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공시가격을 통한 정책을 수행할 때 기준이 되고 나아가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
표가 되며,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기 때문
에 그 중요성에 걸맞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공시가격의 역할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도록 결정·공시되어야 하고 그 시가는 적정가격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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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적정가격은 전문가에 의하여 조사·평가된 공시가격이어야 하고 이를 터잡
아 조사·산정된 개별공시가격도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절차를 거처 신중하고도 정
밀하게 결정·공시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공시가격에 헌법적 가치가 부여되며 나아
가 공시가격의 신뢰성구축에 기반을 두게 된다. 그러나 2016년 9월 부동산공시3분법
이후 공시가격제도는 심하게 왜곡되는 구조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왜곡된 공시가
격제도의 운영결과는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심화된 공시가격 비현실화율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천차만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나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
키는 구조가 된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근간으로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공시가격제도의 불평등 구조는 결국 『동일가격 동일세부담 원칙에 위배』, 『과다부동
산 소유자에 대한 인위적 보유세 감액』,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선정의 실질적
결정』 등으로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등 보유세에 미치는 영
향이 심각한 상태에서 현행 부동산공시법 체계하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재
정립하고 나아가 지방분권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현행 공시가격체계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
함으로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방세정의 역
량을 과하는 등 공평과세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는 것이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
능의 조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방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시가격
의 결정주체와 조사·산정구조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업무인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표준공시가격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이에 터잡아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가격은 부동산 현장을 관리하고 지역정보에 정통한 지방정부가 관리하도록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분담하여
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에 대한 직접적 공시가격의 결정·공시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체계를 중앙정부가 일괄공시하
고 있는 공동주택공시가격체계를 이원화하여 분리하고 중앙정부는 표준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지방정부는 개별공동주택공시사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한 다음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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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권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을 지방정
부가 주도하여 검증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역
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현행 검증실태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형식적 탁상검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공시가격 검증을 실행하여야 하
며 이에 공시가격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 지방세 과표로서의 타당성을 더욱 공고하게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공시가격에 대한 지방정부에 의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개별공시가격 결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국
민의 공시가격에 대한 사전·사후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
리고 개별공시가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지방정부는 사후적 개별공시가격 경정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시가격 결정공시이후에도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지방세 과표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및 집합상가에 대한 층별지가공시제를 도입함으로서
나지상정의 지가공시제도에 따른 불합리한 공시가격결정공시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 확정후 오류에 대하여 지방세 과표를 수정하여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공시가격제도 운영기반강화를 위하여 지방분권이 걸맞는 공시가격
운영체계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정
부에 정확한 공시가격체계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공시업무
담당조직·인력의 재배치, 평가전문가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활용하도록 특별채용하여
배치하고 이에 따른 공시가격관련 국가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등 전면 재수정,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안이
실행 가능한 지방정부(예: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1990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관리하여 온 『무형
의 공공인프라』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공공인프라를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시가격체
계하에 그 역할을 배분하여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도록 부동산공시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지방세 과세표준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정부의
지방세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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