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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30억인데 보유세는 2.1억원, 불로소득 환수 불가

국토부는 오늘(2/12)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50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

국 3,300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또 

다시 현실화율 65.5%라는 거짓자료를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러

차례 불평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경실련이 고발한 공시

가격 조작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경실련 조사 결과와 국토부 발표 2배 차이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으로는 6.33%, 서울은 7.89% 상승

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9.42% 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는 3%p 떨어진 수

치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낸 해에 비해 고작 0.7%p 상승한 65.5%다. 공시지가 상

승률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상승률보다 낮게 나

타났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가 필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이다. 이번

에 평당 6억원으로 지낸 해에 비해 평당 5,300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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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의 연간 임

대료 수입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

지가로 인해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1억원밖에 되지 않는

다. 전년 보유세 대비 2,500만원 오른 수준이다. 같은 명동, 그중에서도 메인 상권에 위

치한 표준지 가격 9위인 토지는 평당 3억 9,600만원으로 결정돼 시세반영률이 40% 수

준이다.

2020년 서울 25개 표준지 아파트 현실화율 33%…고가 빌딩은 40.7%

고가에 거래된 상업빌딩 표준지 역시 마찬가지다. 2014년 평당 4.2억원에 매각된 삼성

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는 2019년 공시지가는 1.9억원이었고, 2020년 공시지가는 평

당 2.1억원 수준이다.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2019년 고가 실거래 빌딩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에 1,00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빌

딩은 23개 빌딩이었고, 이중 표준지는 6개다. 6개 빌딩 토지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

율은 평균 40.7% 수준이다.

<표>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단위: 천원, ㎡)

빌딩명 소재지 땅값 시세(2019년) 공시지가(2020년) 시세반영률
여의도파이낸스타워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64,169 17,050 26.6%

서울스퀘어 중구 한강대로 103,188 43,500 42.2%
삼성SDS타워 송파구 올림픽로 70,868 25,800 36.4%

스테이트타워남산 중구 퇴계로 107,635 35,600 33.1%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중구 을지로 76,130 58,700 77.1%

남산센트럴타워 중구 소공로 94,486 27,300 28.9%
평균 40.7%

자료) 서울시 2019년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결국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는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이다. 공시지가는 매년 1,500억원가량의 세금을 투입해 조사되지만, 수십 년

간 조작되어 엉터리로 고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땅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만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매번 거짓 통계만 내놓

고 있는 정부는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실화율 65.5%에 대한 근거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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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아파

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현실화율을 추정한 값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2019년 거래된 

고가 빌딩의 2020년 시세반영률은 40.7%,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

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하다.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

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61.9%, 2015년 63.6%, 2016년 64.7%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세종시 표준지의 평가 기초자료를 내일(2/13)

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관련 자료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 철저히 지켜보며 검증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작

년 12월 경실련에 제안한 공개토론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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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20

시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시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길음 래미안 3,414 1,145 34% 5,560 1,340 24%

종로 스페이스 10,950 2,746 25% 14,108 3,465 25%

옥수 래미안 5,235 1,617 31% 9,000 2,254 25%

봉천우성 4,157 1,218 29% 6,188 1,551 25%

장안동 래미안 3,808 1,089 29% 5,769 1,465 25%

강서힐스테이트 4,040 1,2411 31% 6,049 1,568 25%

창동 동아청솔 2,946 993 34% 4,900 1,274 26%

신도림 대림5차 3,673 1,191 32% 6,312 1,643 26%

황학 롯데 7,931 2,432 31% 11,265 2,950 26%

가산두산 2,830 832 29% 4,270 1,188 26%

용산 시티 11,699 4,323 37% 18,390 5,478 30%

공덕래미안5차 4,015 1,571 39% 7,632 2,307 30%

중랑 신내 두산 2,794 974 35% 3,832 1,181 31%

남가좌현대 4,145 1,271 31% 5,545 1,742 31%

상계주공3 2,467 1,026 42% 4,090 1,300 32%

상도래미안 3,416 1,304 38% 5,602 1,815 32%

광장동 신동아 3,488 1,749 50% 6,043 2,079 34%

동부센트레빌 10,776 4,521 42% 17,793 6,930 39%

목동7 4,058 2,013 50% 6,522 2,607 40%

삼풍 7,467 4,069 54% 11,772 5,280 45%

미아 벽산 2,065 1,026 50% 2,856 1,330 47%

여의도 미성 4,597 2,511 55% 7,729 3,762 49%

아시아선수촌 5,473 3,201 58% 8,460 4,290 51%

은평 롯데 2,237 1,219 54% 2,940 1,518 52%

고덕리엔2단지 1,921 1,452 76% 3,400 1,891 56%

평균 4,784 1,869 39% 7,441 2,488 33%

<별첨> 서울 25개 자치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