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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가 복잡․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법령도 

더욱 전문화․고도화되어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종사직원도 올바르게 세법령을 해석․

적용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집행기준이 납세자와 종사직원에게 충실한 세법해석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09년 발간이래로 꾸준히 제․개정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14개 세목에 

대한 집행기준의 개정을 통해서 최신 세법령, 대법원 판례, 심판례 및 해석례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합리화, 세일엔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개정된 2018년 집행기준이 종사직원에게는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

집행을 위한 과세기준이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8월

징세법무국장





일러두기

1.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기본통칙을 기본토대로 판례․

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기본통칙을 보완하는 실무

지침에 해당합니다.

2. 총 109개 집행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현행 기본통칙을 구체적 기준 및 적용사례로 구분하여 체계성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기본통칙에 없어 집행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내용을 보완․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법상 핵심용어와 개념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

습니다.

  넷째, 문장으로 표현하기 복잡한 내용은 도표․그림․수식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 집행기준에 사용된 관리번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기준】 1 - 1 - 1

법 조문 시행령 조문  일련번호

5.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 

docs/main.jsp)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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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종합부동산세법 입법 목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별장은 포함

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

“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거부분이 건물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구의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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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4 토지의 정의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한다.

집행기준 2-0-5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집행기준 2-0-6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구    분 가            액

공동주택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단독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토    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집행기준 2-1의2-1 1세대의 범위

“1세대”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가족”은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이고,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집행기준 2-1의2-2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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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1의2-3 연도별 최저생계비의 범위

(원 / 월)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6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http：//www.mw.go.kr/)

집행기준 2-1의2-4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구        분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혼    인
2008년 이전 합가일부터 2년

2009년 이후 최초 합가일부터 5년

동거봉양
2008년 이전 합가일부터 2년

2009년 이후 최초 합가일부터 5년

사  례

60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06. 5. 31. 세대합가한 경우

☞ ’06년～’07년분：부모와 자식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봄(합가 2년 내).
’08년분：부모와 자식 세대를 동일 세대로 봄(합가 2년 경과).
’09년～’10년분：부모와 자식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봄(합가 5년 내).

집행기준 4-0-1 거주자의 납세지

구            분 납    세    지

납세지 분명
주소지가 있는 경우 주 소 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 소 지

납세지 불분명
주소지가 2 이상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

거소지가 2 이상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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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2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며, ｢소득세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집행기준 4-0-3 비거주자의 납세지

구            분 납    세    지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② 국내원천소득만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①, ②외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주택 또는 토지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집행기준 4-0-4 내국법인의 납세지

내국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집행기준 4-0-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구            분 납    세    지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 그 부동산 소재지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 보유 단체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단체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

(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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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6 외국법인의 납세지

구            분 납    세    지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② 국내원천소득만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

①, ②외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주택 또는 토지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집행기준 5-0-1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그에 딸린 토지 포함)과 토지(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집행기준 5-0-2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집행기준 6-0-1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공시가격 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

되는 경우,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는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감면후 공시가격 = 감면전 공시가격- (감면전 공시가격×감면비율)

사  례

토지의 공시가격이 20억원,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경감비율이 25%

☞ 감면후 공시가격 15억원 = 20억원 - (20억원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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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7-0-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집행기준 7-0-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집행기준 7-0-3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를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한다.

집행기준 8-2의3-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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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2의3-2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1구)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집행기준 8-2의3-3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및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수도권：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1세대 1주택자 판단사례

수도권 비수도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대원 A 세대원 B 세대원 A 세대원 B

10억원 10억원 A：0.8억원[=(10억원-9억원)× 80%]

10억원 10억원
A：0.8억원[=(10억원-9억원)× 80%]
B：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10억원
10억원 10억원 A：3.2억원[=(10억원-6억원)× 80%]

B：없음(비수도권 1주택은 과세 제외)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A：3.2억원[=(10억원-6억원)× 80%]
B：3.2억원[=(10억원-6억원)× 80%]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집행기준 8-2의3-4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며, 2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8-2의3-5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자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므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의 추가공제

(3억원),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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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2의3-6 1주택과 합산배제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및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합산배제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8-2의3-7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8-2의4-1 주택의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집행기준 8-2의4-2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종합부동산세 80% 80% 80%

재   산   세 60% 60% 60%

집행기준 8-3-1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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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3-2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주택종류 면적(전용)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소 재 지

건설임대주택1)

(공공․민간)
149㎡ 이하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2) 동일 시․도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3)

이하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전    국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 이하 - 6억원 이하 - -

매입임대주택4)

(공공·민간)

수도권 - 1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수 도 권

비수도권 - 1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비수도권

리츠․펀드매입임대5) 149㎡ 이하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임대6) 149㎡ 이하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주택 중 

기업형 또는 중공공임대주택7) 149㎡ 이하 2호 이상 6억원 이하 8년 이상 -

매입임대주택 중 

기업형 또는 중공공임대주택7)

- - 6억원 이하 8년 이상 수도권

- - 3억원 이하 8년 이상 비수도권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3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8.2.13.)
2)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보유기간에 한함).
3)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4)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3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시행일 2018.2.13.)
5) 2008.1.1. 부터 2008.12.31. 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주택

6) 2008.6.11.부터 2009.6.30. 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7) 2018.4.1. 이후 단기임대(4년)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후에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

집행기준 8-3-3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개정 연혁

구    분 소 재 지 면적(전용)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2010년 이전 특별시․광역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5호 이상 3억원 이하 10년 이상

2011.3.31.이후 
수도권 내 합산 149㎡ 이하 3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수도권 밖 149㎡ 이하 1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2011.10.14.이후 
수도권 내 합산 149㎡ 이하 1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수도권 밖 149㎡ 이하 1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2013.2.22. 이후 
수도권 내 합산 - 1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수도권 밖 - 1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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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3-4 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존등기 후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8-3-5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집행기준 8-3-6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종합부동산세법 최초시행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집행기준 8-3-7 부속 주차장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 경우

부속 주차장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8-3-8 임대기간 계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각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

임대 호수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8-3-9 2005.1.5. 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대한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에는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5일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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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3-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구        분 임대기간 계산 특례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피상속인 임대기간 + 상속인 임대기간

합병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피합병법인 임대기간 + 합병법인 임대기간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이 1년 이내(2009.12.31. 이전은 6월)인

경우 임대기간에 포함

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는 부부 중 1인이, 

건물은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8-3-13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

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8-3-14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분양 및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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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4-1 합산배제 기타주택

구            분 합산배제 기타주택 조건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고 있는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재산세 납부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내 주택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5년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주택

비수도권 1주택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정부출연기관이 2008.12. 31.현재 보유하는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2010.2.11.까지 직접 취득한 미분양주택

2011.4.30.까지 취득하는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

2014.12.31.까지 직접 취득한 미분양주택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취득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2011.4.30.까지 취득하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2012.12.3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이 일상생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향교․향교재단 소유 주택 부속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SLB리츠 및 SLB프로그램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하는 주택

매입시점에 거주자가 1주택 실거주자로서 매입 당시 공시

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재매입권리를 부여 

집행기준 8-4-2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 합산배제 기타

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13

집행기준 8-4-3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이 포함된다.

집행기준 8-4-4 잔금 등이 미납되어 분양자와 계약해제된 주택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 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한다.

집행기준 9-0-1 주택분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2009년 ～ 2016년)

주택분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 6억원 이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만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만원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집행기준 9-0-2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세액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 6.1. 현재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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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구    분
주택 보유 기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60세 미만 0 100분의 20 100분의 40

만 60세이상 만 65세미만 100분의 10 100분의 30 100분의 50

만 65세이상 만 70세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40 100분의 6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70

집행기준 9-0-3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산출세액(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1주택분 주택의 공시가격

× 공제율
1주택과 부속토지분 주택의 공시가격합계액

집행기준 9-4의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공제대상 재산세액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6억원) ×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9-4의2-2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집행기준 9-4의2-1 산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의하여 세부담상한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한다.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15

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주택 8천만원  48,000원

B주택 9억원 765,000원 탄력세율 50% 적용

C주택 7억원 525,000원 세액감면 50% 적용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1,338,000원 = 48,000원 + 765,000원 + 525,000원.

집행기준 9-4의2-3 주택분 과세표준

집행기준 9-4의2-1 산식 분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

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주택 8천만원  48,000원

B주택 9억원 765,000원 탄력세율 50% 적용

C주택 7억원 525,000원 세액감면 50% 적용 

☞ 주택분 과세표준 5.84억원 = [(0.8억원 + 9억원 + 3.5억원) - 6억원] × 80%(공정가액률)
- A주택 공시가격：8천만원

- B주택 공시가격：9억원(탄력세율은 감면이 아니므로 가격 조정하지 아니함)
- C주택 공시가격：3.5억원[= 7억원 - (7억원 × 50%)]

집행기준 9-4의2-4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9-4의2-1 산식 분자의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9-4의2-3 산식 분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으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세율



16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주택 8천만원  48,000원

B주택 9억원 765,000원 탄력세율 50% 적용

C주택 7억원 525,000원 세액감면 50% 적용 

☞ 재산세 상당액 1,401,600원
(= 과세표준 5.84억원 × 재산세 공정가액률 60％ × 0.4％)

집행기준 9-4의2-5 주택을 합산한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9-4의2-1 산식 분모의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주택분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말한다.

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주택 8천만원  48,000원

B주택 9억원 765,000원 탄력세율 50% 적용

C주택 7억원 525,000원 세액감면 50% 적용 

☞ 감면후 공시가격 13.3억원 = 0.8억원 + 9억원 + 3.5억원

A주택 공시가격：8천만원

B주택 공시가격：9억원(탄력세율은 감면이 아니므로 가격 조정하지 아니함)
C주택 공시가격：3.5억원[= 7억원 - (7억원 × 50%)]

집행기준 9-4의2-6 주택의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9-4의2-1 산식 분모의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9-4의2-5에 따라 산정한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누진공제 적용)을 말한다.

재산세액 = 공시가격합산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세율 -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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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주택 8천만원  48,000원

B주택 9억원 765,000원 탄력세율 50% 적용

C주택 7억원 525,000원 세액감면 50% 적용 

☞ 재산세액 2,562,000원
= 13.3억원 × 재산세공정가액률 60％ × 재산세율 0.4％－누진공제액 630,000원

집행기준 9-4의3-1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9-4의3-2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7항(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또는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10-5-1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

(집행기준 10-5-2)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0-5-3)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집행기준 10-5-2 해당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

해당연도의 재산세액은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

세액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된 세액을 말하며,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도시계획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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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보유주택：서울 소재 △△△아파트 231㎡

◦ ’11년 공시가격：18억원(1세대 1주택자, 55세, 3년 보유)

◦ ’10년 공시가격：17억원

☞ 해당연도 재산세 3,690천원

- 재산세 과세표준：10.8억원(= 18억원 × 재산세 공정가액률 60％)
- 재산세 산출세액：3,690천원(= 10.8억원 × 0.4％ － 630,000원)

집행기준 10-5-3 해당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공제할 

재산세액과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한다.

사  례

◦ 보유주택：서울 소재 △△△아파트 231㎡

◦ ’11년 공시가격：18억원(1세대 1주택자, 55세, 3년 보유)

◦ ’10년 공시가격：17억원

☞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 2,172천원
- 과세표준：7.2억원{= (18억원 － 9억원) × 종부세 공정가액률 8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3,900천원(= 7.2억원 × 0.75％ － 1,500천원)
- 공제할 재산세액：1,728천원(= 3,690천원 × 1,728천원* / 3,690천원)
   1,728천원 = [7.2억 × 재산세 공정가액률 60％ × 0.4％(재산세율)]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2,172천원(= 3,900천원 - 1,728천원)

집행기준 10-5-4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집행기준 10-5-5)과 직전연도 ｢종합

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0-5-6)의 합계액을 말한다.

집행기준 10-5-5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액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이며, ｢지방세법｣ 제122조(구 제195조의2)에 

의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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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보유주택：서울 소재 △△△아파트 231㎡

◦ ’11년 공시가격：18억원(1세대 1주택자, 55세, 3년 보유)

◦ ’10년 공시가격：17억원

☞ 직전연도 재산세액 3,450천원
- 재산세 과세표준：10.2억원(= 17억원 × 재산세 공정가액률 60％)
- 재산세상당액(산출세액)：3,450천원(= 10.2억원 × 0.4％ － 630,000원)
- 재산세 세부담상한액：없음.

집행기준 10-5-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 규정 

적용)이며, 이 경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례

◦ 보유주택：서울 소재 △△△아파트 231㎡

◦ ’11년 공시가격：18억원(1세대 1주택자, 55세, 3년 보유)

◦ ’10년 공시가격：17억원

☞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 1,764천원
- 과세표준：6.4억원{= (17억원 － 9억원) × 종부세 공정가액률 8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3,300천원(= 6.4억원 × 0.75％ － 1,500천원)
- 공제할 재산세액：1,536천원(= 3,450천원 × 1,536천원* ÷ 3,450천원)
   1,536천원 = [6.4억원 × 재산세 공정가액률 60％ × 재산세율 0.4％)
- 종합부동산세상당액(산출세액)：1,764천원(= 3,300천원 － 1,536천원)

집행기준 10-5-7 연도별 주택분 세부담 상한

05년 06년 ～ 07년 08년 이후 

(전년 재산세 + 종토세) × 150%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300%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150%

집행기준 10-5-8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은 해당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만 해당하며, 합산배제 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 재산세 전액면제 등에 의하여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20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제 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11-0-1 과세방법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과세한다

집행기준 12-0-1 납세의무자

구    분 납  세  의  무  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집행기준 13-0-1 과세표준

구    분 과    세    표    준

종합합산과세 토지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 -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별도합산과세 토지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 -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집행기준 13-0-2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종합합산과세토지
종부세 80% 80% 80%

재산세 70% 70% 70%

별도합산과세토지
종부세 70% 75% 80%

재산세 70%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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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5천만원 이하 0.2%  0 15억원 이하 0.75% 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만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1억원 초과 0.5% 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집행기준 14-0-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재  산  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0.2% 0 200억원 이하 0.5% 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만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10억원 초과 0.4% 12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집행기준 14-5의3-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5억원)×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
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집행기준 14-5의3-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집행기준 14-5의3-1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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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 토지 7억원 2,220,000원

B 토지 6억원 800,000원 세액감면 50% 적용 

☞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3,000,000원 = 2,200,000원 + 800,000원.

집행기준 14-5의3-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집행기준 14-5의3-1 산식 분자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5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 토지 7억원 2,220,000원

B 토지 6억원   800,000원 세액감면 50% 적용 

☞ 과세표준 4억원 = [(7억원 + 3억원) - 5억원] × 80%(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A토지：7억원(공시가격)
- B토지：3억원 = 6억원(공시가격) × 50%(감면율)

집행기준 14-5의3-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14-5의3-1 산식 분자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집행기준 14-5의3-3)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으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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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 토지 7억원 2,220,000원

B 토지 6억원   800,000원 세액감면 50% 적용 

☞ 재산세액：1,750,000원
- 종부세 과세표준 5억원 = (7억원 + 6억원 × 50%) - 5억원

- 재산세액：5억원 × 7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재산세율)

집행기준 14-5의3-5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14-5의3-1 산식 분모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이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누진 공제액 적용)을 말한다.

재산세 상당액 = 공시가격 합계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누진공제액

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 토지 7억원 2,220,000원

B 토지 6억원   800,000원 세액감면 50% 적용 

☞ ○ 공시가격 합계액 10억원 = (7억원 + 3억원)
- A토지：7억원(공시가격)
- B토지：3억원 = 6억원(공시가격) × 50%(감면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재산세 상당액：3,250,000원
- 7억원(=10억원 × 70%) × 0.5%(재산세율) - 250,000원(누진공제액) 

집행기준 14-5의3-6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80억원)×제2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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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5의3-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의미한다.

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24억원 5,520,000원

B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40억원 7,200,000원 세액감면 25% 적용 

C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40억원 10,000,000원

☞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22,720,000원 = 5,520,000원 + 7,200,000원 + 10,000,000원

집행기준 14-5의3-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집행기준 14-5의3-6 산식 분자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80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24억원  5,520,000원

B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40억원  7,200,000원 세액감면 25% 적용 

C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40억원 10,000,000원

☞ 과세표준 11.2억원 = [(24억원 + 30억원 + 40억원) - 80억원] × 80%
- A토지：24억원(공시가격)
- B토지：30억원 = 40억원(공시가격) - (40억원 × 25%)
- C토지：40억원(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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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5의3-9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14-5의3-6 산식 분자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14-5의3-8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으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24억원  5,520,000원

B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40억원  7,200,000원 세액감면 25% 적용 

C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40억원 10,000,000원

☞ 재산세 상당액：3,136,000원
- 토지분 과세표준금액：11.2억원 [= (94억원 - 80억원) × 80%(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11.2억원  × 7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3,136,000원

집행기준 14-5의3-1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의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14-5의3-6 산식 분모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누진공제 적용)을 말한다.

재산세 상당액 = 공시지가 합계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누진공제액

사  례

구    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 비    고

A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24억원 5,520,000원

B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40억원 7,200,000원 세액감면 25% 적용 

C시 소재 건물부속토지 40억원 10,000,000원

☞ ○ 공시가격 합계액：94억원 (= 24억원 + 30억원＊ + 40억원)
- 30억원＊ = 40억원 × (1 - 25%)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재산세액：25,120,000원 = 65.8억원＊ × 0.4%(재산세율) - 1,200,000원(누진 공제액)
- 65.8억원＊ = 94억원(공시지가 합계액) × 7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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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6-1 연도별 토지분 세부담 상한

구  분 ’05년 ’06년 ～ ’07년 ’08년 이후 

종합합산 (전년 재산세 + 종토세) × 150%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300%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150% 

별도합산 (전년 재산세 + 종토세) × 150%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150%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150%

집행기준 15-6-2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집행기준 15-6-3)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5-6-4)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집행기준 15-6-3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된 세액을 말하며,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도시계획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제외한다.

사  례

토  지 소재지
토지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합산토지)’10년 ’09년

 A 토지 서초구 3억원 2.7억원
재산세 70%

종부세 80%
 B 토지 서초구 5억원 4.8억원

 C 토지 용산구 4억원 3.5억원

☞ 해당연도 재산세：3,700,000원

   - 재산세 과세표준：
 ․ 서초구 소재：5.6억원 (= 8억원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용산구 소재：2.8억원 (= 4억원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재산세액：3,700,000원 (표준세율에 의한 세액이며 실제 부과된 세액)
 ․ 서초구 소재：2,550,000원 (= 5.6억원 × 0.5% - 250,000원)
 ․ 용산구 소재：1,150,000원 (= 2.8억원 × 0.5% -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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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6-4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3항 및 제7항,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재산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사  례

토  지 소재지
토지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합산토지)’10년 ’09년

 A 토지 서초구 3억원 2.7억원
재산세 70%

종부세 80%
 B 토지 서초구 5억원 4.8억원

 C 토지 용산구 4억원 3.5억원

☞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2,364,051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5.6억원{= (12억원 － 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4,200,000원(= 5.6억원 × 0.75％)
- 공제할 재산세액：1,835,949원(= 3,700,000원1) × 1,960,000원2) / 3,950,000원3))
 1) 3,700,000원 =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

 2) 1,960,000원 = [5.6억원 × 공정가액률 70% × 0.5%(재산세율)]
 3) 3,950,000원 = [12억원 × 공정가액률 70% × 0.5%- 25만원(누진공제)]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2,364,051원 (= 4,200,000원 - 1,835,949원)

집행기준 15-6-5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집행기준 15-6-6)과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5-6-7)의 합계액을 말한다.

집행기준 15-6-6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이며, 

｢지방세법｣ 제122조(구 제195조의2)에 의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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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토  지 소재지
토지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합산토지)’10년 ’09년

 A 토지 서초구 3억원 2.7억원
재산세 70%

종부세 80%
 B 토지 서초구 5억원 4.8억원

 C 토지 용산구 4억원 3.5억원

☞ 직전연도 재산세액：3,350,000원
- 재산세 과세표준

 ․ 서초구 소재：525,000,000원(= 7.5억원 × 재산세 공정가액률 70％)
 ․ 용산구 소재：245,000,000원(= 3.5억원 × 재산세 공정가액률 70％)
- 재산세액(표준세율)：3,350,000원
 ․ 서초구 소재：2,375,000원(= 525,000,000원 × 0.5％ － 250,000)
 ․ 용산구 소재： 975,000원(= 245,000,000원 × 0.5％ － 250,000)
- 재산세 세부담상한액：해당없음

집행기준 15-6-7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합산 종합합산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며, 

이 경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례

토  지 소재지
토지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합산토지)’10년 ’09년

 A 토지 서초구 3억원 2.7억원
재산세 70%

종부세 80%
 B 토지 서초구 5억원 4.8억원

 C 토지 용산구 4억원 3.5억원

☞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2,036,667원
- 과세표준：4.8억원{= (11억원 － 5억원)× 종부세 공정가액률 80%}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3,600,000원(= 4.8억원 × 종부세율 0.75％)
- 공제할 재산세액：1,563,333원(=3,350,000원1) × 1,680,000원2) / 3,600,000원3))
  1)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합계： 3,350,000원
  2) 1,680,000원 = 4.8억원 × 재산세 공정가액률 70％ × 재산세율 0.5％
  3) 3,600,000원 = 11억원 × 70％ × 재산세율 0.5％ － 25만원(누진공제)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2,036,667원(= 3,600,000원 － 1,56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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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6-8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연도 종합합산 과세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연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직전연도에 당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15-7-1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집행기준 15-7-2)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5-7-3)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집행기준 15-7-2 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재산세액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된 세액을 말하며,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도시계획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제외한다.

사  례

토  지 소재지
토지의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년 ’09년 ’10년 ’09년

 A 토지 고양시 50억원 48억원
75% 70%

 B 토지 고양시 48억원 44억원

☞ 해당연도 재산세액：26,240,000원
- 재산세 과세표준：68.6억원 (= 98억원1) × 재산세 공정가액률 70%)
  1) 해당연도 공시가격의 합계액：98억원 (= 50억원 + 48억원)
- 재산세액：26,240,000원 (= 68.6억원 × 재산세율 0.4% - 누진공제액 1,200,000원)
  (표준세율에 의한 세액이며 실제 부과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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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7-3 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법 제14조 제3항 및 제7항,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재산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사  례

토  지 소재지
토지의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년 ’09년 ’10년 ’09년

 A 토지 고양시 50억원 48억원
75% 70%

 B 토지 고양시 48억원 44억원

☞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 2,970,000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13.5억원 [= (98억원 - 80억원) × 공정가액률 75%]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6,750,000원 (= 13.5억원 × 0.5%)
- 공제할 재산세액：3,780,000원(= 26,240,000원1) ×  3,780,000원2) / 26,240,000원3))
  1) 26,240,000원 =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액

  2) 3,780,000원 = [13.5억(종부과표)× 70%(공정가액률) × 0.4%(재산세율)]
  3) 26,240,000원 = [98억 × 70%× 0.4%(재산세율)- 120만원(누진공제)]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2,970,000원 (= 6,750,000원 - 3,780,000원)

집행기준 15-7-4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직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연도의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하여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집행기준 

15-7-5)과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5-7-6)의 

합계액을 말한다.

집행기준 15-7-5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지방세법｣ 제122조(구 제195조의2)에 의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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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토  지 소재지
토지의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년 ’09년 ’10년 ’09년

 A 토지 고양시 50억원 48억원
75% 70%

 B 토지 고양시 48억원 44억원

☞ 직전연도 재산세 24,560,000원
- 재산세 과세표준：64.4억원 (= 92억원1) × 70%)
 1) 92억원 (= 직전연도 공시가격 48억원 + 44억원)
- 재산세액(표준세율)：24,560,000원 (= 64.4억원 × 0.4% - 120만원)
- 재산세 세부담상한액：해당없음.

집행기준 15-7-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합산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하며, 이 경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례

토  지 소재지
토지의 공시가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년 ’09년 ’10년 ’09년

 A 토지 고양시 50억원 48억원
75% 70%

 B 토지 고양시 48억원 44억원

☞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 1,848,000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8.4억원[= (92억원 - 80억원) × 공정가액률 70%]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4,200,000원 (= 8.4억원 × 0.5%)
- 공제할 재산세액：2,352,000원(=24,560,000원1)  × 2,352,000원2) / 24,560,000원3))
 1)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합계：24,560,000원
 2) 2,352,000원[= 종부과표 8.4억원 × 재산세공정가액률 70% × 재산세율 0.4%]
 3) 24,560,000원[= 92억 × 재산세공정가액률 70% × 0.4% -120만원(누진공제)]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1,848,000원 (= 4,200,000원-2,3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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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부과․징수 등

집행기준 17-9-1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78조(구 ｢지방세법｣ 제276조)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감면요건인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집행기준 17-9-2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

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임대호수)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귀  속  연  도 추    징    세    액

2005년 ～ 2007년 경감 받은 세액(가산세 면제)

2008년
신고납부 경감 받은 세액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 경감 받은 세액 

2009년 이후
신고납부 경감 받은 세액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 경감 받은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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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집행기준 17-10-3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상당가산액은 집행기준 17-10-2의 경감받은 세액에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다.

집행기준 20-16-1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구        분 분납대상 세액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

집행기준 20-16-2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집행기준 20-16-1의 종합부동산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집행기준 22-18-1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과세연도별 과세대상의 구분에 대한 

실제 현황,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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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18-2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는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집행기준 22-18-3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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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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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농어촌특별세 및 재산세(지방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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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공시가격

   
공시가격 - 공시가격 ×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
∑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

6억원

(1세대1주택자

 9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주 택 분

종    합

부 동 산

세    액

 6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주 택 분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 = 주 택 분
산출세액

   

주 택 분

산출세액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
= 납부할 세액

(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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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공시가격

   
토지의 공시가격 - 토지의 공시가격 ×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의 공시가격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의 공시가격
- 5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토 지 분

종    합

합산세액

15억원 이하 0.75% 0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토 지 분

종    합

합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 =

종합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고지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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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별도합산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공시가격

   
토지의 공시가격 - 토지의 공시가격 × 경감률 =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의 공시가격

2.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의 공시가격
-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토 지 분

별    도

합산세액

200억원 이하 0.5% 0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토 지 분

별    도

합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액) =

별도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 지 분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세액 =
납 부 할

세    액

(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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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❶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구 지방세영 §131-2①1)：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 안의 공장용 건축물

   ∙ 기준면적＝바닥면적 × 용도지역배율

   ∙ 용도지역배율(구 지방세영 §131-2②)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

시

지

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❷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영업용건축물(구 지방세영 §131-2①2)：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2010년부터는 100분의2)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구 지방세영 §131①)：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

❹ 별도합산 할 이유가 있는 토지 (구 지방세영 §131-2③)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최저보유차고 면적의 1.5배이내)

   ∙ 건설기계주기장․옥외작업장 토지(최저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이내)

   ∙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시설 구역내)

   ∙ 야적장․컨테이너장, 보세창고용 토지(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

   ∙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최저시설 기준면적의 1.5배이내)

   ∙ 유통단지안의 유통 시설용토지(행자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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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이상 지역의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

   ∙ 자동차시험․연구용도 및 자동차․건설기계검사용 등의 토지

   ∙ 대중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 관광사업자의 박물관․미술관․동물원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 전문휴양업․공연장․의료기관․방송국․체육시설업 등의 부설 주차장 중 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

참고 7.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❶ 공장용지 (구 지방세영 §132① 1호)

   ∙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1) 

범위 안의 토지

      * 1) 공장건축물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산자부장관 고시)

❷ 전․답․과수원(농지)

   ∙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용에 공하기 위해 소유한 농지 

   ∙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소유 농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 종중 소유 농지

❸ 목장용지

   ∙ 개인․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와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한 토지면적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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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 산림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 종중 소유 임야

   ∙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안의 임야

   ∙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 하천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❺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소․욕실설치 미용실․

유흥주점업소(관광유흥음식점 제외)중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와 

룸살롱

❻ 분리과세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의 공급 목적 소유 토지(5년 이내)

   ∙ 염전(폐전일로부터 10년 이내 포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목적 소유 토지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 토지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 인가토지

   ∙ 매립 및 간척한 토지(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내)

   ∙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에 공여된 토지(사업승인일부터 분양완료시까지)

   ∙ 석유비축시설용․석유저장․송유설비 토지(한국석유공사)

   ∙ 가스공급설비용 토지(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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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생산설비용 토지(한국지역난방공사)

   ∙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 토지

   ∙ 농․수․산림․엽연초생산조합의 구판사업과 농수산물유통 시설용 토지

   ∙ 종교단체․학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1995. 12. 31이전 소유토지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목적용 토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

으로 소유한 토지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임대포함)

   ∙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 원형지 지정토지

   ∙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수도․공업․농업용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 토지

   ∙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취소 1년이내 포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토지(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공급완료일까지)

   ∙ 한국철도공사의 목적사업용 철도용지

   ∙ 산업단지안의 물류 및 서비스산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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