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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활용개별공시지가활용

구분구분 제도제도 적용범위적용범위 적용개시일적용개시일

국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차액 산출을 위산 기준시가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90. 5.1

'90. 9.1

'90. 5.1

'91. 1.1

지방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과세표준 결정자료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96. 1.1

'96. 1.11

'96. 1.11

토지공개념 
제도

개발부담금 개발사업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92. 8.25

기타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전용대상 농지가격

전둉대상 임야가격

대부ㆍ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92. 2.22

'92. 2.22

'90. 6.30

2000. 7.1

2000. 7.1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구분구분 1월 1일 기준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18.10.31. ～ 12. 7. ’19. 6. 7. ～ 6.27.

토지특성 조사 (합동조사) ’18.11.20.～'19.2.8.
(1.21. ～ 1.25.)

6.28. ～ 7.26.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19.2.11. ～ 3.15.
(3.18. ～ 3.22.)

7.29. ～ 8.16.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3.18. ～ 4.12.
(4.12. ～ 4.15.)

8.19. ～ 8.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15. ～ 5. 7. 9. 2. ～ 9.23.

의견제출지가 검증 5. 8. ～ 5. 10. 9.24. ～ 10.11.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5.13. ～ 5.15.
(5.16.)

10.14. ～ 10.18.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5.31.
(5.31.)

10.31.

개별공시지가개념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개별공시지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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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30일) 5.31. ～ 7. 2. 10.31. ～ 12. 2.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공시 및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7. 3. ～ 7.26.

(7.31.)
12. 3. ～ 12.27.

(12.31)

구분구분 1월 1일 기준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7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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