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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조사 → 비교표준지산정 → 지가산정 → 산정지가검증 → 열람및의견제출 → 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 중토위심의 및 국토해양부확인 → 결정 · 공

시 → 이의신청 및 처리

토지특성조사토지특성조사 개별공시지가 · 산정 지침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미치는 19개의 토지특성 항목(공적
규제사항, 토지용도, 도로접면 상태등)을 각종 공적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

비교표준지산정비교표준지산정 조사대상 토지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와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비교표준지 선정

지가산정지가산정 산정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 지가산정 자동 프로그램에 의
거 자동산정

산정지가검증산정지가검증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전년도 지가 및 인근 유사 개별토지 지가와의 균형이부등 가격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입자로부터
검증

열람및의견제출열람및의견제출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20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군부동산평가위군부동산평가위
원회심의원회심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필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중토위심의 및 국중토위심의 및 국
토해양부확인토해양부확인

군수가 조사 ·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을 심의 후 국토해양부 확인

개별공시지가개념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개별공시지가 활용

참여민원 > 종합민원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www/enjoy_civil
/www/enjoy_civil/total_appeal
/www/enjoy_civil/total_appeal/land_price
/www/enjoy_civil/total_appeal/land_price/price_computation
/www/enjoy_civil/total_appeal/land_price/price_conception
/www/enjoy_civil/total_appeal/land_price/public_land
/www/enjoy_civil/total_appeal/land_price/price_computation
/www/enjoy_civil/total_appeal/land_price/use_price


결정 · 공시결정 · 공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확인된 지가를 결정·공시 (군 및 읍면사무소 게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이의신청 및 처리이의신청 및 처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
청 민원봉사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정밀
재검증및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개짐의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에 대하여 개별통지하고,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COPYRIGHT ⓒ WANDO-GUNWANDO-GUN . ALL RIGHT RESERVED.

완도군청(http://www.wando.go.kr)




	목차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산정
	지가산정
	산정지가검증
	열람및의견제출
	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중토위심의 및 국토해양부확인
	결정 · 공시
	이의신청 및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