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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단독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규모, 신축연도,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을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를 일괄 평가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개별주택가격이란?

활용범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취득시 : 취득세, 등록세액 산출의 최저기준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출의 기초

매각시 :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

실거래가격 검증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활용분야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표,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초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분류를 위한 재산 가액으로 활용)

건강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결정)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

대상 주택

개별주택가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공시합니다.

가격결정 과정

조사대상주택파악 → 주택특성조사 → 가격산정 → 산정가격검증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가격 검증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가격결정공시 →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조정공시

주택가격과 재산세 관계주택가격과 재산세 관계

개별주택가격개념 개별주택가격열람

참여민원 > 종합민원 >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개념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개념개별주택가격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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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에 대하여 매년 9월에 한번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으로 부과되었으나 부동산세

제개편으로 재산세로 통합되어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분리과세·별도합산·종합합산의 3단계로 구분 과세됩니다.

건축물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매년 7월에 건물분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개요

토지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과세표준 세율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과세표준 세율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건축물건축물

사치성 재산용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대도시내 공장용 : 표준세율의 5배(5년간)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주택주택

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밖의 주택

과세표준과세표준 세율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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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과세표준과세표준 세율세율

선박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항공기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

음(도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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