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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의 과세평가 형평성에 한 연구
A Study on Equity of Land Assessment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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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tatistical test to whether vertical equity and 

horizont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present a plan 

for raising the land basis of assessment estimate based on the results.

(2) RESEARCH METHOD

Theoretical study was in the literature, horizontally equity through   evaluation 

ratio tested through the COD presented by IAAO. And vertical equity was PRD and 

PF model, Cheng model, Bell model of the traditional regression methods and Quantile 

Regression Model was considered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3) RESEARCH FINDINGS

In general, horizontal equity has being kept some extent but, vertical equity has 

hardly been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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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ULTS

The Seoul’s COD was present a horizontal equity in 19.57%. And each local 

constituencies COD showed horizontal equity. Meanwhile, In the traditional regression 

model, Seoul was a inequity. In addition, the Seoul and every local constituencies in 

the PRD showed a regressive vertical inequity. The vertical inequity found in the 

Quantile Regression.

3. KEY WORDS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land assessment, evaluation ratio, Quantile 

Regression

국문 록

조세의 징수 목 은 국민의 기본 인 질서유지, 경제발   사회  정책 실 에 있기 때문에 

매우 요하며, 과세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조세납부 거부가 없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의 

과세평가 형평성을 검정해 보았다. 그 결과, 평가비율은 평균 64% 수 이었으며, 구별 평가비율은 

서울시 체에 비해 ±10%의 편차를 보 다. 서울시 체에 한 COD는 19.57%로 수평  형평성이 

존재하 으며, 구(區)별 COD는 25개 구 에서 19개 구가 수평  형평성을 보 다. 한편, 통  

회귀분석 모형에 의한 수직  형평성 검정에서는 서울시 체가 PF, Cheng, Bell 모형 모두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PRD에서도 서울시와 모든 구(區)가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을 보 다. 

분회귀분석에서는 PF, Cheng, Bell모형에서 25~50%분 와 90~100%분 에서 공통 으로 

진 인 수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0~10%분 에서는 PF모형이 역진  수직  불형평성

을 보인 반면, 25~50%분 에서는 Cheng모형에서만 수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반

으로 수평  형평성은 존재하 으나, 수직  형평성은 유지되지 않아 향후 조세정책은 수직  형평

성 달성에 비 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핵심어: 수평  형평성, 수직  형평성, 토지 과세평가, 평가비율, 분 회귀분석 

Ⅰ. 서 론

1. 연구배경  목

조세를 징수하는 목 은 국가ㆍ지방자치단

체가 국민 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자유

와 평등 실  등의 기본 인 질서유지를 한 재

정수요 확보와 더불어 경제발   안정, 환경보

호와 복지실  등을 한 경제 ㆍ사회  정책 

실 에 있다. 이러한 조세 징수의 목 이 잘 실

되기 해서는 ｢헌법｣과 ｢법률｣로 규정하는 것

도 요하지만 조세의 기본원칙인 형평성, 효율

성, 징세의 편의성 등이 무엇보다 잘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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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에 있어서도 합리 인 평가제도

가 마련되지 않아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성이 문

제되고 기야 조세 납부의 거부로 이어지는 경

우도 있다. 과거 부동산 평가기 이 기 시가로 

동일하 지만 과세객체인 부동산의 치나 종류

에 따라 그 차이가 하여 조세평등주의가 제

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2005년부터 과세표 을 시장가치로 실화하

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공

인 개사의 업무  부동산거래신고에 한 법

률｣에 근거하여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토록하고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 으로 하 다(  공인

개사법에서는 본 규정 삭제됨). 한, 2007년부

터는 실지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실제거

래가격으로서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 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엇보다 부동산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실 하기 해서는 시장가

치에 한 과세평가가 거의 일치하도록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부동산 과세평가의 형평성, 

즉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잘 배분되고 있는지 평

가하는 방법에는 수평  형평성과 수직  형평

성이 있다. 수평  형평성이란 동일한 담세능력

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세 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  형평성이란 담세능력에 차이가 

있으면 이에 비례하여 세  납부액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 으로 부동산 조세

의 수평  형평성 문제는 시장가치가 동일함에

도 불구하고 평가자의 지식이나 경험의 차이, 거

래 당사자 간의 정보의 비 칭성, 그리고 동일한 

부동산에 해 일률 인 율 는 고율의 분리

과세를 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수직

 형평성 문제는 부동산의 시장가치가 다름에

도 불구하고 과세가치의 비율이 역으로 용되

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즉 시장가치가 커짐에

도 평가비율이 오히려 작아지는 경우에는 역진

(regressive)인 수직  불형평성을 낳고 그 

반 인 경우에는 진 (progressive)인 수직

 불형평성을 래하게 된다.

국제과세평가기 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IAAO)

에서는 평가비율을 ‘시장가치에 한 과세가치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1) 이 기 에서 제시한 평

가비율의 평균과 수, 분산계수(coefficient 

of dispersion; COD) 등을 이용하여 수평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고 역진성계수(Price 

Related Differential; PRD)를 통해서는 수

직  형평성을 구할 수 있다.

부동산  토지에 한 과세평가의 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토지의 과세평가에 한 

조세법 규정, 즉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 ｢

상속  증여세법｣ 등에서는 토지에 한 평가 

방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 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되 

실거래가액이 없거나 실거래가액이 기 시가보

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 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표 인 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취득, 보유, 양도 시에 과세표  산정의 

기 이 되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과세 평가의 수직  형평성  수평  형평성 여

부를 검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과세표

 산정의 형평성 제고를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연구범   방법

토지에 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에 한 

정보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  

산정의 기 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시

장가치에 가깝게 평가되어야만 조세부과의 형평

성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세평가의 형평성여

부를 확인하기 해 과세 자료로는 개별공시지

 1) Chris Bennett, Glossary for Property Appraisal and Assessm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2013.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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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평  형평성 검증 방법 

구분 공식 형평성 기

COD




  



 


5.0~20.0

COV


 
값이 

작을수록 

좋음

자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ociation Officers, 

2013, Standard on Ration Studies 연구자 재작성

가를 활용하 으며,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에 

한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 경쟁시장에서 

정상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법원경매 

감정평가가격을 시장가치의 리변수로 이용하

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14년 1월 1일 

기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

일까지의 경매를 한 토지 감정평가 가격이다.

과세평가에 한 이론  연구는 문헌고찰에 

의하 으며, 평가비율을 통한 분석 자료의 수평

 형평성은 IAAO에서 제시한 COD를 통하여 

검정하 다. 평가비율과 회귀분석을 통한 수직

 형평성은 PRD와 PF모형, Cheng모형, Bell

모형의 통  회귀분석 방법에 의하는 기존 연

구와 달리 조건부 분포를 고려한 분 회귀분석

(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 다.

Ⅱ. 과세평가의 방법론

1. 수평  형평성과 수직  형평성

수평  형평성은 특정 유형별 모든 자산이 

시장가치와 동일한 수 으로 는 시장가치에 

한 일정 비율로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

과 자산 그룹이나 등 에 따라 구분하여 일 된 

수 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통계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다.2)

여기서의 비율은 시장가치에 한 과세가치

의 평가 비율을 의미한다. 평가 비율은 기술통계

의 심경향치인 산술평균, 수 등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산술평균은 이상치의 향을 받

을 수 있지만, 수는 이상치의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 경향치 에서는 수가 가

장 신뢰할 수 있는 통계치라고 할 수 있다. IAAO

에서도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그 정 치를 

0.9~1.1로 보고 있다. 

과세평가의 수평  형평성은 과세평가 비율

의 변동성과 유 하며, 그 측정은 일반 으로 과

세평가 비율이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장 을 지닌 COD에 의한다. IAAO

의 기 에 따르면 COD는 단독주택  아 트는 

5.0~15.0 사이에 치해야 하고 상업용 부동

산과 나지(裸地)는 5.0~20.0 사이에 치해야 

한다. 이 범 를 벗어난 경우의 과세가치는 수평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이다.3) 과세평가 형

평성 검증의  다른 측정법으로는 변이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OV)가 있다

(<표 1>참조).

수직  형평성에 한 검증은 계량경제학 

모형에 의한 방법과 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나  

수 있다. 계량경제학 모형에 의한 방법은 Paglin 

& Fogarty(1972)으로부터 Cheng(1974), 

IAAO(1978), Kochin & Parks(1982), 

Bell(198 4), Clapp(1990)에 이르기까지 진

되어 왔으며, 이의 검정 기 은 <표 2>에 제시

된 바와 같다.

먼 , Paglin & Fogarty4)은 독립변수인 실

거래가격()과  종속변수인 과세평가액()이 

선형 계에 있음을 가정한 회귀모형이다. 이 모

 2) 임재만,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지가 평가의 형평성에 한 연구”, 부동산학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3, 제19집 제2호, p.39.

 3) 노민지, 유선종, “토지의 수직 ㆍ수평  과세평가 형평성에 한 연구”, 국토연구, 국토연구원, 2014, 제81권, P.26.

 4) Paglin M. and Fogarty, “Equity and the Property Tax: A New Conceptual Focus”, National Tax Journal, 1972, Vol.25 

No.4, pp.55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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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직  형평성 검증 방법  

모형 회귀식 형평성
불형평성

진 역진

Paglin 

& 

Fogarty

= + 

+
=0 <0 >0

Cheng
l n = + l n

+
=1 >1 <1

IAAO
 +

+
=0 >0 <0

Kochin 

& Parks

l n = + l n

+
=1 <1 >1

Bell
= + 

+

+

=
=0

>0 <0 

Clapp

l n = + l n

+
ln=++

=1 <1 >1

PRD



 






 







 




PRD

=

0.98

~1.0

3



<0.98



>1.03

자료: Paglin M. and Fogarty, “Equity and the Property 

Tax: A New Conceptual Focus”, National Tax 
Journal, 1972, Vol.25 No.4, pp.557-565, Cheng, P. 

L., “Property Taxation, Assessment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Public Finance, 1974, 

Vol.29, No.3, pp.268-28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Improving Real 

Property Assessment: A Reference Manual, IAAO, 

1978, pp.121-155, Kochin, L. A. and R. W. Parks, 

“Vertical Equity in Real Estate Assessment: A Fair 

Appraisal”, Economic Inquiry , 1982, Vol.20, 

pp.511-531, Clapp, J. M., “A New Test for 

Equitable Real Estate Tax Assessment”,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1990, Vol.3, 

No.3, pp.232–249. 각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재작성함

형에서 가 0이면 과세의 형평성이 지켜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heng(1974)5)은 독립변수인 실거래가

격과 종속변수인 과세평가액 사이에 비선형을 

가정한 이 로그선형모형을 제시하 다. 이   모

형에서 이 1이면 과세의 형평성이 지켜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AAO(1978)6)는 종속변수인 과세평가율

(AV/MV)과 실거래가격 사이에 선형 계를 가

정한 모형을 제시하 다. 이   모형에서는 회귀계

수 =0이면 과세의 형평성이 유지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Kochin & Parks(1982)7)모형은 Cheng 

모형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격과 과세평가액 간

에 서로 비선형 계를 가정하되 이들 두 변수의 

치가 바  형태이다. 이 모형에서는 =1이면 

과세의 형평성이 추정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불

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ell(1984)8)은 Paglin & Fogarty의 모

형에서 실거래가격과 과세평가액 사이에 비선형

계임을 고려하기 해 이차항을 포함시킨 모

형을 제시하 다. 이차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선

형의 진  진성과 진  역진성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Paglin & 

Fogarty 모형과 다를 바 없다. 이 모형에서는 

와 가 0이면 과세의 형평성이 추정되고 그 

외의 경우는 불형평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0(<0)이면 진 (역진 ) 불형평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Clapp(1990)9)은 도구변수 Z를 활용한 

2SLS 연립방정식 모형을 제시하 다<표 2> 참조).

 5) Cheng, P. L., “Property Taxation, Assessment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Public Finance, 1974, Vol.29, 

No.3, pp.268-284.

 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Improving Real Property Assessment: A Reference Manual , IAAO, 

1978, pp.121-155.

 7) Kochin, L. A. and R. W. Parks, “Vertical Equity in Real Estate Assessment: A Fair Appraisal”, Economic Inquiry , 

1982, Vol.20, pp.511-531.

 8) Bell, E. J., “Administrative Inequity and Property Assessment: The Case for the Traditional Approach”, Property Tax 

Journal, 1984, Vol.3, No.2,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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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와의하위이면만약 와의상위이면 그밖의경우는 





<표 2>에 제시된 모형의 회귀계수 =1이

면 과세의 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

지만, 그 외의 경우는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즉 만약에 회귀계수 <1이면 진

 불형평성, >1이면 역진  불형평성이 존재

함을 의미한다.

에서 설명된 여러 모형들  어떤 것이 수직

 형평성을 검정하는데 가장 합하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Paglin & Fogarty모형, 

Cheng모형과 Bell모형은 역진  형평성으로서

의 편의가 나타나고 Kochin & Parks모형은 

진  형평성으로서의 편의가 나타나기 때문이

다.10) 그러나 Clapp모형은 역진  는 진  

형평성으로서의 편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에

서는 수직  형평성을 검증하는데 가장 합한 모

형이라고 할 수 있다.11)

한편, 비율에 의한 표 인 방법은 역진성 

계수(Price-Related Differential; PRD)가 

있으며, 통계치는 과세 평균비율을 가 평균비

율로 나 어 구한다. IAAO는 역진성 계수가 

0.98~1.03사이에 존재해야 수평  형평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0.98 미만이면 진  불형평

성을, 1.03을 과하면 역진  불형평성을 보이

는 것이라고 하 다.12)

2. 선행연구

과세평가의 수평  형평성과 련된 선행연

구  Benson and Schwartz(1997)13)는 

1990년 1월부터 1994년 6월까지 거래된 미국 

워싱턴 주 벨링햄 시의 단독주택 1,118호를 

상으로 종가세의 수직  형평성 여부를 PF, 

CHENG, IAAO, BELL 등의 모형을 통하여 

검정하 으며, 그 결과 모든 모형에서 역진  불

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보이는 것은 워싱턴 주의 과세체계가 이미 

높은 역진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Spahr, R.W. & M.A. Sunderman14)

은 농업용 부동산에 한 세 의 형평성을 검정

하기 해 1989년 1월부터 1995년 6월 사이에 

와이오  주에서 거래된 1,000건의 농장과 목장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COD가 59.11로 나와 

수평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PRD는 0.965로 나와 진 인 수직  불형평

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ornia, G.C. and B.A. Slade(2005)15)는 

Arizona Phoenix지역에서 5년(1998년 ~2002

년)간 거래된 다세  주택의  과세평가를 분석한 결

과, 주택의 다양한 크기와 지리  입지로 인해서 수평

 불형평성이 나타났다고 하 다.

양지원ㆍ유선종(2014)16)은 2012년 국

의 표 지공시지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평가된 160,729개의 필지를 상으로 하 다. 

 9) Clapp, J. M., “A New Test for Equitable Real Estate Tax Assessment”,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1990, Vol.3, No.3, pp.232–249.

10) 이범웅, “주택공시가격의 과세평가율과 수직  형평성에 한 연구”, 조세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제14권 제1집, p.130.

11) Sirmans, G. S., B. A. Diskin and H. S. Friday, “Vertical Inequity in the Taxation of Real Property”, National Tax 

Journal, 1996, Vol.48. No.1, pp.71–84.

12)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ment Officers, "Standard on Ratio Studies". IAAO, 2013, pp.1–63.

13) Benson, E. D. and A. L. Schwartz, Jr., “Vertical Equity in the Taxation of Single-Family Homes”,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1997, Vol.14, No.3, pp.215–231.

14) Spahr, R.W. and M.A. Sunderman. “Property Tax Inequities on Ranch and Farm Properties”, Land Economics, 1998, 

Vol.74, No.3, pp.374-389.

15) Cornia, G.C. and B.A. Slade, “Property Taxation of Multifamily Housing: An Empirical Analysis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2005, Vol.27 No.1, pp.17-46.

16) 양지원ㆍ유선종, “표 지공시지가를 통한 토지 과세평가의 형평성 분석”,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제27집 제2호 

pp.36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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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과세평가의 기술통계 (단 : 백만 원)

지역 산술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체

(N:2280)

공시지가 323.22 290.67 4.73 2640.00

실거래가 521.97 484.89 6.19 5993.00

평가비율 0.64 0.18 0.05 1.98

0~10%

(N:228)

공시지가 306.34 3309376.42 78900.00 23420000.00

실거래가 762.52 857.09 23.99 5993.00

평가비율 0.41 0.07 0.05 0.47

10~25%

(N:344)

공시지가 269.32 217.32 11.30 2006.00

실거래가 534.60 438.75 21.30 4099.45

평가비율 0.51 0.02 0.47 0.53

25~50%

(N:567)

공시지가 296.94 268.75 17.20 2534.00

실거래가 517.13 466.74 28.00 4131.81

평가비율 0.57 0.02 0.53 0.62

50~75%

(N:571)

공시지가 341.76 269.68 34.10 2006.00

실거래가 517.77 413.24 53.60 3190.00

평가비율 0.66 0.03 0.62 0.71

75~90%

(N:341)

공시지가 329.68 216.64 4.73 1725.00

실거래가 433.58 284.87 6.19 2282.43

평가비율 0.76 0.03 0.71 0.82

90~100%

(N:229)

공시지가 430.26 463.16 9.37 2640.00

실거래가 417.60 399.60 8.60 2665.39

평가비율 1.00 0.26 0.82 1.98

이들은 표 지공시지가를 과세가치의 용치로, 

거래사례가격을 시장가격의 용치로 사용하여 

COD와 COV(Coefficient of Variation; 변

동계수)지표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별, 지목

별, 이용 상황별 항목 모두 수평  형평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수직  형평성과 련된 선행연구에

서 박성규(2005)17)는 서울시 25개 구의 표

지 공시지가 자료와 시장가격의 리변수로 

29,542필지의 세평(稅評)가격을 리변수로 

하여 IAAO모형을 비롯한 Cheng모형과 Bell모

형 등에 의한 분석한 결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에 

역진  불형평성이 있음을 제시하 다. 

고성수ㆍ정진희(2009)18)은 2008년도에 

송 구(651필지)와 성북구(547필지)에서 거래

된 1,198필지의 토지를 상으로 시장가치는 실

거래가로 하고 과세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6개 모형(Cheng, IAAO, KP, Bell, CLAPP)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직  불형평성이 존재

함을 입증하 다.

이범웅(2013)19)은 토지과세평가의 수직

 형평성 검정과 련된 토지과세 평가비율을 

이용한 방법과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방법으로 

별하여 정리하 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토지

과세평가는 역진  불형평이 발생하므로 수직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추정하 다.

Ⅲ. 토지 과세의 형평성 검정

1. 과세평가의 기술통계

체 자료의 수 2,357개  이상치(outlier)

로서 상한을 상회하는 자료 53개와 하한을 하회

하는 자료 24개를 제외한 2,280개(96.7%)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 상에 이용되었다. 분석 

결과, 과세 평가비율의 산술평균은 0.64, 상한 

값과 하한 값은 각각 0.05, 1.98로 나타났다. 

투입된 자료의 정규분포를 악하기 해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실시한 결과 

Z=0.369(p-valu 0.000)로 나타나 유의수  

1%에서 정규분포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구

(區)별 평가비율에 따른 비모수 검정을 해 

Kruskal-Wallis 검정을 한 결과, 각 구별 자료

가 동일한 분포란 가설이 유의수  1%에서 기

각됨에 따라 과세 평가비율은 정규분포가 아니

며, 구별 평가비율도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3>은 서울시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평가비율에 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공시지가

17) 박성규, “토지 과표의 수직  형평성에 한 연구”, 감정평가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05, 제15권 제2호, pp.67-87.

18) 고성수ㆍ정진희,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9, 제15권 제2호, pp.23-40.

19) 이범웅, “토지과세평가의 수직  형평성에 한 연구”, 조세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제13권 제1집,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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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가비율 분석

지역 N 산술평균 수 COD PRD

서울시 2280 0.641 0.616 19.565 1.312

강남구 110 0.555 0.530 19.142 1.719

강동구 58 0.723 0.690 16.692 1.202

강북구 120 0.585 0.555 20.571 1.066

강서구 79 0.607 0.600 18.376 1.447

악구 89 0.638 0.630 13.447 1.206

진구 73 0.566 0.550 11.606 1.139

구로구 74 0.663 0.670 16.458 1.083

천구 36 0.623 0.620 18.638 1.042

노원구 57 0.548 0.510 17.165 1.267

도 구 50 0.563 0.560 10.357 1.359

동 문구 96 0.702 0.660 20.944 1.169

동작구 84 0.606 0.570 17.481 1.222

마포구 102 0.650 0.615 23.019 1.185

서 문구 116 0.628 0.610 18.259 1.155

서 구 78 0.664 0.640 17.207 1.132

성동구 60 0.590 0.604 15.565 1.169

성북구 198 0.718 0.690 15.371 1.118

송 구 56 0.675 0.670 16.311 1.517

양천구 46 0.668 0.640 18.173 1.149

등포구 113 0.706 0.680 20.588 1.137

용산구 89 0.630 0.590 18.549 1.381

은평구 171 0.695 0.660 17.181 1.139

종로구 143 0.613 0.610 23.295 1.132

구 87 0.661 0.610 24.571 1.372

랑구 95 0.583 0.560 14.568 1.364

[그림 1] 최소값과 최 값의  평가비율 추이

의 평균은 323백만 원, 실거래가의 평균은 522

백만 원, 평가비율은 평균 64%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액을 기 으로 한 분 별 기

술통계에서는 가격 에서 고가격 로 갈수록 

평가비율의 평균은  증가한 반면에, 최소값

과 최 값으로 본 평가비율의 추이는 거의 동일

한 유형을 보 다. 그러나 최소값은 25%이하, 

최고값은 75%이상 구간에서 경사를 보임에 

따라 최  구간과 최고 구간에서는 다른 구간과 

달리 상 으로 진  불형평성이 있음을 추

정할 수 있다([그림 1]과 <표 3> 참조).

2. 수평  형평성 검정

과세 평가비율의 수 을 통한 수평  형평

성 여부를 검정하기 해 평균과 수, COD

를 분석하 으며, 수직  형평성의 존재 여부를 

추정하기 해 PRD 등을 분석하 다.

먼 , <표 4>를 통하여 서울시 체의 과세 

평가비율의 평균은 0.64, 수는 0.62로 나

타남에 따라 실거래가 비 공시지가의 평가 수

은 약 63% (帶)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

고 구(區)별 공시지가는 서울시 체의 수 

평가비율 비 14개 구는 낮고 11개 구는 높게 

나타남에 따라 평가수 은 반 으로 조  낮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평  형평성을 보여주는 서울시의 COD

는 19.57%로 나타나 미국 IAAO에서 제시하는 

나 지 기  20.0%이하에 해당되어 수평  형

평성이 지켜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6개 구인 강북구, 동 문구, 마포구, 등포구, 

종로구, 구는 IAAO의 기 치를 벗어나므로 

수평  불형평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6개 구(區)  등포구를 제외하고는 모

두 강북에 소재하 으며, 체 구별 COD는 도

구가 가장 낮고 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구(區)별 평가비율 분석 결과를 보면, 평균

과 수는 노원구가 가장 낮고 강동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임재만(2013)의 연구에서 

평균과 수는 랑구가 가장 낮고 종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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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직  형평성 검정

지역 N
PF모형

(만원)

Cheng

모형



Bell모형

(만원) 

서울시 2280 43.62
***

0.81
***

-12.14
**

-5.21
***

강남구 110 98.56** 0.95*** -20.31 -4.56***

강동구 58 -16.97 0.96*** -39.22 -1.01

강북구 120 -19.57* 0.95*** -24.57 -3.82

강서구 79 16.51 0.77*** -20.36 -1.96

악구 89 43.26
***

0.82
***

-23.39 -2.34
***

진구 73 -32.14
***

0.71
***

5.79 5.65
**

구로구 74 58.22*** 0.81*** -36.53 -3.65***

천구 36 70.20** 0.36*** -157.16* -9.30***

노원구 57 39.23*** 0.96*** 15.61 -1.56

도 구 50 52.19*** 0.66*** -15.16 -2.59***

동 문구 96 71.81
***

0.29
***

250.52
***

7.2
***

동작구 84 -17.18 0.96
***

3,94 6.43

마포구 102 36.83 0.51*** -27.25 -1.03

서 문구 116 56.57*** 0.631*** 76.40*** 3.42

서 구 78 77.47** 0.76*** -67.90 -1.69***

성동구 60 51.45*** 0.52*** -57.69 -4.57***

성북구 198 13.75 0.68
***

18.27 2.9

송 구 56 -23.18 0.79
***

64.49
*

1.42
***

양천구 46 30.99 0.84*** 54.54 8.57

등포구 113 85.11*** 0.26*** 22.39*** 4.22***

용산구 89 68.55 0.58*** -26.26 -2.28

은평구 171 21.86*** 0.72*** 23.62** 7.12

종로구 143 32.63
**

0.84
***

-12.15 -4.17
***

구 87 -20.22 0.80
***

-25.03
***

-1.66
***

랑구 95 5.89 0.96*** -28.25 -7.37

3. 수직  형평성 검정

1) 통  회귀분석

수직  형평성 검정을 해 PF, Cheng, 

Bell 모형에 의했으며, 각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의 회귀계수와 p-value의 유의수 에서의 통계

 유의성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 여부를 검정하

다.

<표 5>에서 세 가지 모형을 통한 서울시와 

각 구별 회귀분석의 결과를 볼 수 있다.

먼 , 서울시 체는 모든 모형에서 수직  

불형평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F모형

에서는 가 0보다 크며, 통계 으로도 유의수  

1%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역진 인 수직  불형평

성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우진(2007)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Cheng모형에서는 

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역진 인 수직  불형평

성이 존재하 고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 그리

고 Bell모형에서는 가 0보다 작고 통계 으로

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역진 인 수

직  불형평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추정되었다. 이

는 고성수ㆍ정진희(2009)22)의 연구결과와는 상

반된다.

의 내용들을 통해 서울시 공시지가의 과

세평가는 체 으로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

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격이 높은 

토지에 해서는 실거래가액에 비해 낮게, 가격

이 낮은 토지에 해서는 실거래가액에 비해 높

게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은 각 구별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본 

것이다. PF(1972)23)모형에서는 강동구, 강북

구, 진구, 동작구, 송 구, 구의 가 0보다 

작아 진 인 수직  불형평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 강동구 등 6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을 보 다. 다

만, 강서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용산구, 

랑구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Cheng(1974)24)모형에서는 모든 구가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을 보 을 뿐 아니라 

유의수  1%에서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 

20) 임재만,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지가 평가의 형평성에 한 연구”, 부동산학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3, 제19집 제2호, p.49.

21) 이우진, “주택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을 통한 공평과세 실 방안”, 강원 학교 박사학 논문, 2007, pp.1-179.

22) 고성수ㆍ정진희,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9, 제15권 제2호, pp.23-40.

23) Paglin M. and Fogarty, “Equity and the Property Tax: A New Conceptual Focus”, National Tax Journal, 1972, Vol.25 

No.4, pp.55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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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회귀분석

분

(quantile)

PF모형


(만원)

Cheng

모형



Bell모형


(만원)



서울시 43.62
***

0.81
***

-12.14
**

-5.21***

0~10%

(N:228) 17.70
***

1.02
***

1.99
***

1.09

10~25%

(N:344) 4.94
***

0.83
***

-0.35 -5.41***

25~50%

(N:567)
-0.29 0.84

***
1.58 1.96

*

50~75%

(N:571) 4.61
***

0.79
***

-0.15 -7.27
***

75~90%

(N:341)
0.88 0.82

***
-5.53

**
-1.41

***

90~100%

(N:229) -2.94
**

0.94
***

-5.79
***

-5.67
*

Bell(1984)25)모형에서는 진구, 동 문구, 

동작구, 서 문구, 성북구, 송 구, 양천구, 

등포구, 은평구는 가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진 인 수직  불형평성을 보 고 통계 으로

도 유의(동작구, 서 문구, 성북구, 양천구, 은

평구 제외)하 다. 특히, 진구, 동작구, 송

구, 그리고 은평구는 PF(1972)26)모형의 결과

와 동일하게 나왔다. 반면에 나머지 구는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이 존재하 으며, 통계 으

로도 유의(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마

포구, 용산구, 랑구 제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Cheng(1974)27)모형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수직  형평성을 측정한 서울시의 PRD는 

1.312로 미국 IAAO가 제시한 역진성 계수 값

인 1.03을 과하므로 역진  불형평성이 존재

하고 있다. 한, 구별 PRD에서도 모든 구가 

1.03을 과하고 있기 때문에 역진  불형평성

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종수

(2013)28)의 연구에서 구시 개별주택의 지역 

간  지역 내에서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2) 분 회귀분석

여기서는 실거래가에 한 과세평가의  분

별 형평성을 분석하기 해 비선형(non- 

linear) 모형에도 용할 수 있는 분 회귀분석

(quanti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표 6>을 통해서 서울시 체 자료에 한 

분회귀분석 결과 PF(1972)29)모형에서는 25 

~50%분 와 90~100%분 만 진 인 수

직  불형평성이 나타났으나 90~100%분 에

서만 통계 으로 유의하 고 나머지 분 에서는 

역진  수직  불형평성이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75~90%분 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수직  불

형평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Cheng(1974)30)모형에서는 0~10%분

에서만 진 인 수직  불형평성을 보 고 

나머지 분 는 모두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

을 보 다. 한, 통계 으로도 유의수  1%에

서 모든 분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Cheng, P. L., “Property Taxation, Assessment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Public Finance, 1974, Vol.29, 

No.3, pp.268-284.

25) Bell, E. J., “Administrative Inequity and Property Assessment: The Case for the Traditional Approach”, Property Tax 

Journal, 1984, Vol.3, No.2, pp.123–131.

26) Paglin M. and Fogarty, “Equity and the Property Tax: A New Conceptual Focus”, National Tax Journal, 1972, Vol.25 

No.4, pp.557-565.

27) Cheng, P. L., “Property Taxation, Assessment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Public Finance, 1974, Vol.29, 

No.3, pp.268-284.

28) 김종수, “거래가격을 활용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형평성 분석”, 감정평가학 논집,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제12권 제1호, pp.73-90.

29) Paglin M. and Fogarty, “Equity and the Property Tax: A New Conceptual Focus”, National Tax Journal, 1972, Vol.25 

No.4, pp.557-565.

30) Cheng, P. L., “Property Taxation, Assessment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Public Finance, 1974, Vol.29, 

No.3, pp.26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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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1984)31)모형에서는 0~10%분 와 

25~50%분 만 진 인 수직  불형평을 나타

내고 있으나  25~50%분 만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체 으로, PF(1972)32)모형에서는 0~ 

10%분 에서만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이 

존재하 지만, Cheng(1974)33)모형과 Bell 

(1984)모형은 동일한 분 에서 진 인 수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0~25%분 , 50~75%분 , 그리고 75~ 

90%분 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이 존재하 다. 그러나 25~50%분

에서는 Cheng(1974)34) 모형에서만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을 보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 그리고 90~100%분 에서는 PF 

(1972)35)모형에서만 역진 인 수직  불형평

성을 보 고 나머지 분 에서는 진 인 수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 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결 론

지 까지 과세평가의 형평성에 한 개념정

리와 선행연구를 고찰하 으며, IAAO가 제시

한 평가비율을 통하여 2014년 서울시 개별공시

지가와 실거래가격을 이용한 과세평가의 수직 

 수평  형평성을 검정하 다. 

검정결과, 평가비율은 평균 64% 수 이었

지만, 구별 평가비율은 서울시 체에 비해 

±10%의 편차를 보 다. 체 으로 가격이 상

승할수록 평가비율의 평균뿐 아니라 최소값과 

최 값도 높아졌다. 특히, 최소값의 25%이하와 

최고값 75%이상 구간에서는 상 으로 진

 불형평성을 보 다. 

서울시 체에 한 COD는 19.57%로 

IAAO에서 제시한 나지(裸地)의 평가기 에 의

하면 수평  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구(區)별 COD는 25개 구 에서 19

개 구가 수평  형평성을 보 다. 한편, 통  

회귀분석 모형을 통한 수직  형평성 검정에서

는 서울시 체가 PF, Cheng, Bell 모형 모두

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한, PRD에서도 

서울시 체뿐만 아니라 모든 구(區)별 분석에

서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을 보 다. 

분회귀분석에서는 PF, Cheng, Bell모형

에서 25~50%분 와 90~100%분 가 공통

으로 진 인 수직  불형평성을 보 다. 그

리고 0~10%분 에서는 PF모형이 역진  수

직  불형평성을 보인 반면, 25~50%분 에서

는 Cheng모형에서만 수직  불형평성이 나타

났다. 그 밖에 10~25%분 와 50~75%분 , 

75~90%분 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역진 인 

수직  불형평성을 보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 으로 수평

 형평성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으나, 수직  

형평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즉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부담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기 때문에 향후 조세정책은 수직  형평성 달성

을 이루는데 비 을 두어야 한다. 이를 해 선행

되어야할 구체 인 방안으로는 첫째, 개별공시

31) Bell, E. J., “Administrative Inequity and Property Assessment: The Case for the Traditional Approach”, Property Tax 

Journal, 1984, Vol.3, No.2, pp.123-131.

32) Paglin M. and Fogarty, “Equity and the Property Tax: A New Conceptual Focus”, National Tax Journal, 1972, Vol.25 

No.4, pp.557-565.

33) Cheng, P. L., “Property Taxation, Assessment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Public Finance, 1974, Vol.29, 

No.3, pp.268-284.

34) Cheng, P. L., “Property Taxation, Assessment Performance and Its Measurement”, Public Finance, 1974, Vol.29, 

No.3, pp.268-284.

35) Paglin M. and Fogarty, “Equity and the Property Tax: A New Conceptual Focus”, National Tax Journal, 1972, Vol.25 

No.4, pp.55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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