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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연간 1천억 특혜
삼성동 일대에 수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700억원

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만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의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아파트 수준인 시

세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연 787억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조작된 공시지가

로 인해 연 370억원에 불과한 세금을 냈다.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

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GBC는 건물을 철

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다.

무역협회와 한국전력 10조원 넘는 땅값 차익, 보유세는 땅값 상승금액의 2% 수준

대형빌딩의 거래를 통해 추정한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 땅값시세는 평당 약 3.5억원이다.

2014년 GBC부지는 평당 4.4억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건너편 무역센터의 공시지가는 

평균 1.1억원으로 주변의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

삼성동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는 4.5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970

년대와 80년대 무역협회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금액은 258억원, 평당 43만원이다. 현재 

무역센터 땅값은 1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취득 당시 보다 640배가 상승했다. 그러

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29년간 보유세는 약 4,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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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000억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평당 3,900

원, 총 1.2억원에 취득했다. 한전은 10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결손금 차금 등

을 이유로 1조 3,000억원만 양도 당시 법인세로 납부했다. 한국전력 역시 29년간 부담한 

보유세 총액은 1,740억원에 불과했다. 매각차액 중 9조 2,000억원은 한전이 차지했다. 이

처럼 주변부 개발로 막대한 땅값 상승 이득을 거둔 한국전력과 무역협회가 부담한 보유

세는 땅값 상승액 대비 평균 2.1%에 불과하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작된 공시지가로 매년 수백억 보유세 특혜

매년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현대차는 연간 

290억원, 무역협회는 400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차의 경

우 건물 철거이후 ‘종합합산’ 토지로 과세되어야 한다. 종합합산 방식에 시세의 70%로 

과세 할 경우 1,350억원으로 2018년 ‘별도합산’ 보유세 215억원의 6배 수준이다. 무역협

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로 연 372억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

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세의 70%를  반영한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787억

원으로 두배 상승한다.

이처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 낮게 조작된 공

시지가 등 부동산 과표와 법인의 보유세율 때문에 세금 땅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더 낮

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이 5대재벌, 325개 계열사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

과 2007년 25조에서 2017년 70조 규모로 약 3배 증가했다. 2018년 경실련이 조사한 자

료에 따르면 5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의 법인들은 2007년 8억평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2017년 18억평으로 10억평(서울면적의 5배 이상)이 늘어났다.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공기업과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한 셈이다. 2000년 이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에 대한 규제도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정

신을 부활하고 법인 등의 토지보유 현황 조사, 토지의 과표와 세율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해 땅 투기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개인은 물론이고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두고 볼일이 아니다. <끝>



- 3 -

삼성동 대형 업무용 토지 과표 실태 분석

1. 정부청사 만든다고 매입한 토지에서 공기업과 협회가 수십조원 땅값 이득 거둬

◦ 현재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 신사옥 부지로 사용 중인 삼성역 주변 토지는 1970년대 

영동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 조계사 등으로부터 강제로 매입한 토지이다. 당시 조계

사는 십만여평의 토지를 평당 5,600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상공부(현 

경제부)가 정부청사 조성을 위해 매입했다. 그러나 정부청사가 과천으로 이전 삼성

동 토지는 한국전력과, 무역협회 등 공기업과 협회에게 넘겼다.

◦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대한석탄공사, 포항종합체철 

등 10개 기관은 1970년 공동으로 삼성동 토지 73,349평을 매입했으며, 이중 한전지분

은 30,953평이다. 당시 취득 금액은 1.2억원, 평당 3,900원이다. 이후 구획정리 등을 

거쳐 1984년 24,000평을 등기했다. 24,000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취득가격 평당 4,900

원이다. 무역협회는 1976년 4만평을 평당 5만6천원, 총액 23억원에 매입한 이후 1983

년 2만4,000평을 추가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평당 120만원, 총 235억원이다.

◦ 이후 무역협회와 한국전력은 삼성동 일대 총 8만여 평의 토지 소유주로 30여년간 막

대한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챙겼다. 정부청사를 짓겠다며 강제 매입한 토지

가 공기업과 협회의 배만 불린 꼴이다.

<표1> 삼성역 주변 대형빌딩 매매가격 대비 공시지가

매매 
연도

건물명 위치 평당 매매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2014년 한국전력부지 삼성동 4억 2,000만원 1억 3,200만원 31%

2018년 삼성생명프라자 삼성동 3억 800만원 1억 1,700만원 38%

2018년 삼성생명대치2빌딩 대치동 3억 4,500만원 1억 3,800만원 40%

2017년 브이플렉스 삼성동 3억 700만원 1억 4,500만원 47%

2017년 위워크빌딩 삼성동 2억 6,500만원 1억 4,500만원 55%

평균 42%

주)공시지가 : 2018년 기준

◦ 삼성동 주변 대형빌딩의 ‘17, ’18년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 삼성동 일대 토지시세는 

최고 4.2억원이며, 테헤란로에 접한 토지는 3억원 중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

릉역 주변 삼성생명프라자가 평당 3억 800만원, 삼성생명 대치2빌딩이 3억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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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각됐다. 2017년 포스코사거리에 위치한 브이플렉스 빌딩이 3억 700만원에 매각

되었다. 이들 매각된 토지 공시지가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42%로 분석되었다.

◦ 삼성역 현대백화점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의 공시지가는 평당 1억 5000만원 

미만이었다. 2018년 공시지가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1억 3,400만원, 코엑스는 9,600만

원 그리고 현대백화점 1억 5,200만원이었다. 코엑스의 경우 테헤란로와 접해있지 않

아 주변보다 낮은 듯 보이지만, 테헤란로 보다 도로 폭이 넓은 영동대로를 접하고 

있다. 길 건너 한전부지가 평당 4.4억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정한 공시지

가는 낮다. 2018년 삼성역 주변 표준지 공시지가 중 비싼 땅은 현대백화점 맞은편

에 있는 K타워 인데, 공시지가는 1억 5,200만원에 불과하다. 2018년 3억4,500만원에 

매각된 주변 거래가의 44%이며, 한전부지의 36%에 불과하다.

2. 한국전력, 1.2억에 사들여 10조 5,000억에 매각, 땅값 차익으로만 9조 2,000억원

<그림1> GBC(구 한전부지) 공시지가 변화와 실거래가 비교

(단위 : 만원/평)

◦ 1970년 한국전력이 평당 3,900원, 총 1.2억원에 매입한 삼성동 토지는 2014년 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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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그룹에게 10조 5,000억원, 평당 4.4억원에 팔렸다. 매각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6,400만원으로 매각금액 대비 15%에 불과했다. 1990년 공시지가는 1,320만원으로, 24

년 동안 5배 상승했다.

◦ 토지 매각에 따른 한국전력의 양도차익은 10조 4,99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1조

2,641억만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기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2조 4,271억원이지

만, 한국전력은 이월결손금 차감 등을 이유로 이중 절반만 법인세로 납부했다. 법인

세 중 양도차익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액은 1-2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표2> 삼성동 (구)한국전력부지  보유세 추정

계 1990년-2004년 2005년-2018년

보유세 1,740억
235억 1,510억

종합토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 2004년 이전은 2004년 세율 기준, 이후는 2018년 세율 적용

◦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부터 한국전력이 부담한 보유세액은 약 1,740억원으로 추

정된다. 종부세 도입이전인 2004년까지 235억원, 이후 2018년까지 1,510억원이다. 결

국 한국전력은 토지매각으로 10조원의 차익이 발생했으나 양도세(법인세)와 28년간 

보유세로 1조 5,000억원만을 냈을 뿐 나머지는 공기업의 수익이 됐다.

3. 258억원에 매입한 무역협회, 현재 땅값 최소 16조 6,000억원 추정

◦ 무역센터 등을 보유한 무역협회도 마찬가지이다. 삼성동 코엑스, 현대백화점, 인터콘

티넨탈 호텔 등 코엑스 일대는 무역협회가 대부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관계자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1976년 4만평의 토지를 평당 5만6,000원

에, 1983년 2만여평을 평당 120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합 6만평의 

토지를 총 258억원, 평당 43만원에 취득한 셈이다.

<표3> 무역센터 주변 빌딩의 세금 특혜 추정

지번 건물명 토지소유주
면적

(평)

2018년 보유세(억원)
공시지가 
기준

시세 70%
기준

차이

159
종합무역센터

(코엑스 등)
무역협회

26,525 172 380 144

159-9 16,253 105 232 88

159-1 2,307 14 32 13

159-7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3,090 31 51 20

159-8 인터콘티넨탈호텔 파르나스호텔 5,577 50 92 42

계 53,753 373 787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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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무쇼핑 지분 : 현대백화점 46.3%, 무역협회 33.4% 등
파르나스호텔 지분 : GS리테일 67.6%, 무역협회 31.9% 등

◦ 현재는 무역센터 등 53,700평 중 무역협회는 45,0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

백화점은 한무쇼핑(주), 인터콘티넨탈호텔은 파르나스호텔(주)이 소유하고 있다. 이

들 기업 지분 중 1/3은 무역협회 소유이다. 한무쇼핑과 한무개발(현 파르나스호텔)

은 1986년 무역협회가 보유 땅을 출자하는 대신 재벌들의 자본을 끌어들여 세운 출

자 회사들이다. 무역협회는 53,700평 중 47,700평(89%)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2> 종합무역센터 일대 공시지가 변화

(단위 : 만원/평)

◦ 종합무역센터 일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현대백화점 부지의 경우 1990년 공시지가는 
평당 4,000만원이었고, 공시가격 도입 시점인 2005년은 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공시가격 도입 이후 가격이 급등 해 2018년 기준 1억 5,200만원으로 상승했다. 공시가격 
도입으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 더군다나 이러한 공시지가도 시세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 2014년 한전부지 4.4억 실거
래가는 물론이고, 경실련이 주변 실거래를 통해 추정한 종합무역센터 일대 시세는 평당 
3.5억원 수준이다. 무역센터와 코엑스 등은 필지의 단위면적이 크고, 현대차 거래가

격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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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종합무역센터, GBC 공시지가 변화와 시세 비교

(단위 : 만원/평)

◦ 2018년 삼성역 주변에서 거래된 대형빌딩 거래가격으로 무역협회 땅값을 추정했다.

4.2억원에 매각된 한전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삼성역 주변은 평당 3억원이상에 거래

했다. 테헤란로 변 외곽의 바른빌딩(대치동 945-27)의 거래가격을 감안 산출한 땅값

은 2.5억원이다. 지난해 삼성생명 대치2빌딩의 거래 땅값도 평당 3억 4,500만원이다.

◦ 무역센터의 현재 땅값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테헤란로 인접필지는 평당 3.5억원, 미 인

접필지는 평당 3억원을 적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산출한 무역협회 54,000평의 땅값

은 16조 6,000억원이다.

<표4> 코엑스 일대 보유세 추정

계 1990년-2004년 2005년-2018년

보유세 4,298억
882억 3,416억

종합토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 2004년 이전은 2004년 기준, 이후는 2018년 세율 적용

◦ 무역협회의 토지 취득가격은 258억원으로, 35년간 16조원, 640배가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 보유세는 약 4,300억 규모였다. 2018년 세율을 적용 종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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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인 2005년부터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총 3,400억원이고, 이전 15년은 종합토지

세율을 적용한 결과 약 880억원이었다.

◦ 무역협회 신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무역센터와 코엑스 등에서 임대료 수입

으로 매년 약 2,000억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일정부분 임대소득세를 고려한다 하더

라도, 임대소득만으로 보유세를 내고도 남는 셈이다.

4. 한전 땅을 매입한 현대차 연간 1,500억, 무역협회 400억 세금 특혜 추정 

◦ 2014년 한전부지가 평당 4.2억원에 매각되었고, 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공시지가는 

당시 매각금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매각당시(2014년) 평당 6,400만원이던 공시지가

는 2018년 1억 3,000만원이며, 올해에도 1억 9,000만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를 구입한 현대차 그룹은 지난 3년간 548억원의 

보유세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나(국세청 세액계산프로그램 기준), 시세의 70%로 

공시지가가 책정됐다면, 1,500억원을 냈어야 한다. 2018년 기준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 215억원이지만, 시세의 70%로 공시지가가 정해진 경우 500억원을 내야 한다.

‘종합합산’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연 300억원 보유세 특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5> 연간 현대차부지 무역센터 보유세 비교(공시지가와 시세 기준)

땅값 보유세

시세 70% 공시지가 시세70% 기준 공시지가기준 차이

GBC 7조 3,500 3조 1,680 501 215 286

무역센터 11조 5,915 5조 5,310 787 372 412

주)GBC시세 : 매각가 10조 5,000억원, 무역협회 시세 : 평균 3.1억/평

◦ 특히, 건물을 철거한 이후 3년간은 나대지 상태였다. 따라서 ‘종합합산’으로 과세되

어야 했다. ‘별도합산’이 아닌 종합합산의 경우 연간 보유세는 1,350억원(시세반영률 

70%), 3년간 4,100억원 규모이다. 결국 ‘종합합산’ 과세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세

보다 낮은 공시지가 등으로 인해 현대차는 3년간 3,5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렸

다고 볼 수 있다.

◦ 무역협회도 마찬가지이다. 종합무역센터, 현대백화점,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 53,000

평의 공시지가는 5조 5,300억원으로 평당 1억원 수준이다. 연 보유세는 372억원에 

불과하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70%였다면, 연 보유세는 787억원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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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평등한 공시지가부터 당장 정상화해야

◦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금의 부과는 고가빌딩과 고가주택 고가토지의 경우 더욱 심

하다. 우리나라의 토지와 주택의 소유편중과 토지주택의 낮은 과세로 인한 불로소

득이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개

혁하고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

◦ 2000년 2,000조 규모였던 대한민국 땅값은 2005년 경실련이 추정한 결과 5,200조였

다. 2013년 한국은행 발표 땅값은 공시지가로 5,500조였고, 현재 땅값은 8,0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000년 대비 4배의 땅값 폭등은 조작된 부동산 과표와 

이로 인한 낮은 과세를 이용 재벌과 건물주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때문이었다.

경실련은 당장 가진 자들에게 가진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특혜(적폐)세력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