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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19년 표준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 되었습니다.

□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 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제주시 및 서귀포
*

시와 협의* 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 ‘21년의 경우 전국 단독주택 417만호 중 23만호의 표준주택 선정,
제주도는 단독주택 104,785호 중 2.1%인 4,778호의 표준주택 선정

제주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19년도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 관리하는 공부(건축물대상 및 지방세

ㅇ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해당 시와 협의를 거쳐 선정 및

공시가격 산정을 하였습니다.

□ 제주도에서

월

3

16

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년도 제주도내

‘19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공가·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는지 여부
ㅇ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개별주택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산정하되,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해 공가 구분코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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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 폐가로 지적한 주택의 구체적 지번을 제시하지 않아
아직까지 모두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진으로 확인가능한 주택
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된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② 용도변경된 상가나 민박을 표준주택으로 선정 여부
ㅇ

-

상가·민박 등 주택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건 모두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부상에 주택

4

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물이었으며, 민박이라고 하는 1건은 농어촌
정비법 상 민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부 상 주택이었습니다.

③ 지자체 협의 없이 무허가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 여부
ㅇ

건물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표준주택 선정 시 지자체와
협의는 필수적 사항으로,

년 표준주택 중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19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 없습니다.
ㅇ

건물의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는 표준주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면적을 산정하여 조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지 않고 있으며, 단독주택 건물의 특성 상 부분적인 증개축이나 멸실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조정함

④ 표준주택의 면적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주장 관련
ㅇ

-

표준주택의 면적은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서귀포시 서홍동
건축물도면의 등록면적

99

번지 주택은 건축물 대장, 재산세대장,
로 적정하게 조사 ·산정되었습니다.

2

28.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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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보도자료 상 면적은 위성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지붕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함으로써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

⑤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개별공시가격을 왜곡
초고가주택은 비교대상인 표준주택이 부족하여 적정한 가격 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주택을 직접 표준주택

ㅇ

으로 선정하여 공시가격을 조사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공시되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주택은 제주도에서 개별공시가격 산정 시 ‘17년까지 20억원 이하로 공시되었
으나, 이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19년 61.8억원, ‘20년 60.56억원으로 공시

해당하는 초고가주택은 다른 단독주택 가격산정에 활용된 바 없으

-

므로 다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절히 조사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20.5),
제주도는 토지-주택 간 특성불일치가
등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년

’19

건,

46,957

년

‘20

건

30,556

* 제주도 토지-주택 간 3대 특성(고저, 도로, 형상) 불일치 건수 `19년 98,306호 중
46,957호(47.76%), `20년 100,535호 중 30,556호(30.39%)
ㅇ

제주도 내 표준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 조사 시 지자체가
작성한 공부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 특성이 정확하게 조사
되고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 보도설명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배기훈 사무관(☎ 044-201-34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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