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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has been the index of South Korea since 1989 throughout different 
sectors of tax and welfar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s used as a tax valuation for the tax on 
property holdings, and the equity of su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fair taxation for the 
people of South Korea. On this wise, this research analyzed and verifie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inequity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n Seoul by using the real transaction data between 2016 
and 2018. In fact, Seoul’s assessment ratio for the entire three-year period was 60.64% and it 
showed to increase each year. Horizontal equity was found to be most favorable in 2017, and the 
horizontal equity of each borough of Seoul appeared to improve each year. Vertical inequity was 
found to have reverse inequality in most boroughs of Seoul, however, some parts of Gangnam 
districts such as Gangnam-gu, Seocho-gu, and Gangdong-gu presented progressive inequality. 
Such example showed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erms of balance by each borough. The use of 
quantile regression demonstrated reverse inequality in most quantile, but, the differences in the 
value of the coefficient by each quantile showe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with the equity of each quantile. Through the equity verification of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it was analyzed that the lack of equity was found by year, by borough, and by use 
district. In order to redeem the lack of equity, the government must systematically supplement the 
real-estate disclosure system by initiating ratio studies to verify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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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제

도의 목적으로 시작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

야에 걸쳐 활용 되어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적정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

지만 시장가치 또는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어 부

동산 공시제도의 목적인 조세 부과 형평성 유지를 저

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평가와 세율구조

에 의해 결정되므로, 부동산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세율구조에 의한 조세 부과 형평은 의

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 중에 있지만 공시지가의 현실화 과정에서도 끊

임없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공시지가와 실거래자료를 활용

하여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수준인 현실화율과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및 수직적 형평성

(vertical equity)을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

는지에 대한 비율인 현실화율을 파악하고 연도별, 자

치구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형평성에 기초한 과

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세평가 대용치 자료는 서울특별시 2016

년~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자료를 사용하였

고, 시장가치 대용치 자료로는 서울특별시에서 거래

된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계약일 

기준의 토지 실거래 가격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과세평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ment Officers: IAAO)에서 제

시하는 비율 연구 방법인 분산 계수(Coefficient of 

Dispersion: COD)를 통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검증하

였고, 가격 격차지수(Price-Related Differential: 

PRD)와 계량경제모형을 통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검

증하였다. 그리고 분위 회귀분석(quantile regres-

sion) 통해 과세평가의 변동성(variability)까지 고려

한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2. 선행연구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시

장가치 대용치 자료의 선정에 따라 실거래가격과 감

정평가액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된다.

박성규(2005)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

로 2003년에서 2004년까지의 세평 가격이 산출된 

29,542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IAAO 모형, Cheng 

모형, Bell 모형을 통해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였으

며, 역진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고성수･정진희(2009)는 서울특별시 1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8년의 실거래가격이 산출된 5,957건의 

자료를 선정하여 현실화율을 구하고, 그중 송파구와 

성북구를 대상으로 PE 모형, Cheng 모형, IAAO 모형, 

KP 모형, Bell 모형, Clapp 모형을 통해 수직적 형평성

을 분석하였으며, 성북구와 송파구에 역진적 불평등

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범웅(2011)은 부산광역시의 3개 구(부산진구, 해

운대구, 강서구)를 대상으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의 실거래가격이 산출된 6,515건의 자료를 선정하여 

실거래 대비 공시지가 평가율을 지역별, 용도지역별

로 분석하였으며 지역 간, 용도지역 간에 공시지가의 

평가율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노민지･유선종(2014)은 전국을 대상으로 2012년의 

법원 경매 평가가격이 산출된 11,154건의 공시지가 

자료를 선정하여 PE 모형, Cheng 모형, IAAO 모형, 

KP 모형, Bell 모형을 통해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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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이용상황별, 가격 수준

별 과세 가치에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박성규(2015)는 전국을 대상으로 2013년의 토지담

보 감정평가가격과 실거래가격이 공통으로 산정된 

44,579건의 자료를 선정하여 PE 모형, Cheng 모형, 

IAAO 모형, KP 모형, Bell 모형, Clapp 모형, Sunder-

man 모형, Rath 모형을 통해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

였으며, 전국적으로 누진적 역진성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양지원･유선종(2016)은 전국을 대상으로 2014년의 

실거래가격이 있는 63,425건의 자료를 선정하여 IAAO

가 제시한 비율분석 중 분산계수(COD)와 변동계수

(COV)를 통해 수평적 형평성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 이용상황 중 임야와 특수 토

지, 공공용지 그리고 1천 원 미만, 1천 원 ~2천 원 미만

의 낮은 과세 가치 수준에서 불형평성이 존재함을 확

인하였다. 

정희창(2018)은 부산광역시 내 16개 구·군을 대상

으로 2016년의 표준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공

통으로 산정된 3,043건의 자료를 선정하여 비율분석

을 통해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부산광

역시는 전반적으로 수평적 형평성이 존재하며, 역진

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별, 

구·군별, 용도지역별, 이용 상황별, 거래가격 구간별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은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호영(2019)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2016년의 

토지 경매 감정평가가격이 있는 2,280건의 자료를 선

정하여 IAAO가 제시한 비율분석 방법을 통해 수평

적･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대체

적으로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분위 회귀분석

에서는 분위별 수직적 불형평성이 존재함을 확인하

였다. 

국내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 연구들은 자료 취득

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부분 연구 범위를 일부 지역

으로 한정하였으며, 통계분석이 보편화되어 있는 계

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수직적 형평성만을 검증하였고, 

과세평가 대용치 자료의 시점을 특정 연도로 한정하

여 연도별로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

하고자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분석 범위를 전국에서 

공시지가의 가격 비중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로 특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과세평가 대용치 자료

의 범위를 2016년에서 2018년까지로 설정하여 3년간

의 공시지가 형평성을 검증하고, 비교·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계량경제모형

으로 통계분석이 보편화되어 있는 수직적 형평성만을 

분석하였다면 비율연구를 통한 수평적･수직적 형평

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두 연구방법을 통한 수직적 형

평성을 비교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

별성이 있다.

3.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방법

3.1. 공시지가 형평성 정의

형평성의 정의와 관련하여 임의영(2011)은 일반적

으로 형평성(Equity)은 평등(Equality)을 지향하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평등은 특성의 유사성(Simil-

arity)과 동일성(Identity)을 근거로 평등 여부를 판단

한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로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유사성과 동일성의 기준을 두고 평가되어

야 하며,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충족한다는 것은 공평

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공시지가 형평성의 유사성과 

동일성을 시장가치와 과세평가액의 일률적인 비율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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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형평성이란 시장가치가 동일한 부동산은 과

세평가액이 동일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

가치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가 있을 

때 수평적 불형평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호영(2019)은 

동일 시장가치를 갖는 부동산은 동일 과세표준에 의

거하여 동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가

치에 따라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 과세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하였다.

수직적 형평성이란 시장가치에 대한 과세평가액의 

비율이 일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정희창(2018)은 

더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

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원칙을 수직적 형평

성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과세평가액의 비율이 일정

함으로 충족할 수 있다.  수직적 불형평성은 역진적 불

형평성과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구분된다. 역진적 불

형평성은 시장가치가 높을수록 과세평가 비율이 낮다

는 것을 의미하고, 누진적 불형평성은 시장가치가 낮

을수록 과세평가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재

만(2013)은 수직적 불형평성이 역진적일 때에는 저소

득층이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누진적일 때에는 반대로 고소득층이 저소득

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3.2.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방법

공시지가 형평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

과세평가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비율연구(Standard 

on Ratio Studies)와 부동산의 형평성을 검증하기 위

해 개발된 계량경제모형(Econometric Model)이 대

표적이며, 이를 토대로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

성을 검증하게 된다.

3.2.1. 수평적 형평성 검증방법

수평적 형평성은 시장가치와 과세가치의 수준

(Level)과 균등성(Uniformity)과 관련이 있으며, 국제

과세평가사협회(IAAO)는 시장가치 대비 과세가치의 

비율을 평가비율(assessment ratio)이라고 정의하였

다.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에서 제시하는 과세평

가 가치의 균등성에 대한 척도는 사분위수(Quartiles), 

평균절대편차(MAD), 변이계수(COV)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일반적인 척도는 분산계수(COD)이다.

분산계수(COD)는 다른 척도들에 비해서 과세평가

비율이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중위수(median)를 사용하여 이

상치(outlier)의 영향을 적게 받고, 각 비율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과세평가에서 가장 선호하

는 측정치이다. 분산계수(COD)의 계산 및 검증 기준

은 Table 2와 같으며, 그 비율 수준에 따라 수평적 형

평성을 검증하게 된다.

3.2.2. 수직적 형평성 검증 방법

부동산 과세평가액은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해야 하

며, 역진적이거나 누진적이어서는 안 된다. 수직적 형

평성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

에서 제시한 비율연구 방법인 가격격차지수(PRD)를 

기준으로 검증하는 방법과 계량경제모형을 통한 회귀

분석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조건부 평균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회귀 모형보다 과세평가의 변동성까지 고려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same market 
value has the 

same tax 
valuation

assessment ratio (assessed 
value/market value) is constant

Regressive Progressive

The higher the 
market value, the 
lower the rate of 
assessment of 

taxation.

The lower the 
market value, the 
lower the rate of 
assessment of 

taxation.

Table 1. Horizontal · Vertic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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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위 회귀분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1) 비율연구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는 가격격차지수(PRD)

를 기준으로 형평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이 지수는 시장가치와 과세 가치의 산술평균 비율

을 토지 가격에 가중을 둔 가중평균 비율로 나누어 계

산하며 Table 3과 같다. IAAO에서 제시하는 수직적 

형평성 충족 기준은 0.98-1.03이면 충족한다고 보며, 

1.03보다 크면 역진성 불형평성이 있다고 보고, 0.98

보다 작으면 누진성 불형평성이 있다고 본다. 

(2) 계량경제모형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하여 Jensen(2009)은 표본 수

가 적거나 가중평균이 여러 극단적 판매가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격격차지수(PRD)는  수

직적 형평성 측정에 대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척도

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

량경제모형을 통해 검증하게 되며, 정리하면 Table 4

와 같다. 이는 회귀계수와 상숫값에 따라 형평성을 판

단하게 된다.

Paglin & Fogarty(1972)는 과세 평가액(AV)과 실

거래 가격(SP) 사이에 선형 관계가 있음을 가정한 단

순 회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상숫값인 

  이면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하며,   이면 

역진적 불형평성을   이면 누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AVi SPi       (1)

Cheng(1974)은 Paglin & Fogarty(1972)가 제시한 

모형에 한계를 보완하고자 과세 평가액(AV)과 실거래 

가격(SP)에 각각 로그를 취해 비선형관계를 고려한 

로그선형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회귀계

수 값인   이면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하며, 

  이면 역진적 불형평성을   이면 누진적 

Division
Criteria for calculation and 

verification of PRD

PRD 





 
  









  





PRD Range 

Progressive PRD < 0.98

vertical equity 0.98 < PRD < 1.03 

Regressive PRD > 1.03

recommend
Appraisal level recommendation for 

each type of property shown should be 
between 0.90 and 1.10. 

ASRi: assessment ratio (assessed value/market 

value)

Wi: weighting

n: number of samples

Table 3. Ratio study uniformity standards 
indicating acceptable general quality(PRD)

Source: IAAO(2013), STANDARD ON RATIO STUDIES

Method of measurement of COD

M
i 
n
ASRiMn

×

Type of property—Specific
(Residential vacant land) 

COD 
Range 

Very large jurisdictions/rapid 
development/active markets 

5.0 to 
15.0

Large to mid-sized jurisdictions/slower 
development/less active markets 

5.0 to 
20.0

Rural or small jurisdictions/little 
development/depressed markets 

5.0 to 
25.0

ASRi: assessment ratio (assessed value/market 

value)

M: median

 n: number of samples

Table 2. Ratio study uniformity standards 
indicating acceptable general quality(COD)

Source: IAAO(2013), STANDARD ON RATIO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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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lnAVi lnSPi  (2)

IAAO(1978)는 과세 평가액(AV)과 실거래 가격

(SP)의 비율인 과세 평가율(AV/SP)과 실거래 가격

(SP)의 선형 관계가 있음을 가정한 단순 회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회귀계수 값인  이면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하며,   이면 역진적 불형

평성을   이면 누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

으로 본다. 

SPi
AVi

SP i (3)

Kochin & Parks(1982)는 시장가치의 정보가 평가

가치에 담겨 있다고 보았으며, 시장가치의 오류가 더 

크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Cheng(1974)의 검증모

형에서 변수를 반대로 사용하여 실거래 가격(SP)을 

종속변수로 과세 평가액(AV)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 로그선형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회귀계수 값인  이면 수직적 형평성

이 만족하며,   이면 역진적 불형평성을   

이면 누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lnSPi lnAVi   (4)

Bell(1984)은 시장가치의 오류만을 고려한 Kochin 

& Parks(1982)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독립변수에 실

거래 가격(SP)의 이차항을 포함시켜 비선형을 고려한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1

차항, 2차항의 회귀계수 값인    이면 수직

적 형평성이 만족하며, 이차항의 회귀계수 값인 

  이면 역진적 불형평성을   이면 누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Paglin and Fogarty(1972) 모

형으로 환원된다. 

AVi SPiSPi   (5)

Clapp(1990)은 Bell(1984) 모형은 역진적으로 편의

되고, Kochin & Parks(1982) 모형은 누진적으로 편의

된다고 지적하면서, 시장가치와 평가가치의 순위를 

고려한 도구변수 Z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한 2SLS 

(Two Stage Least Squares)연립방정식 모형을 제시

하였다. Z는 더미변수로 과세 평가액(AV)과 실거래 

가격(SP)이 모두 하위 1/3미만 = -1, 2/3 이상 = 1, 그

렇지 않으면 0으로 분류한다. 이 모형에서는 회귀계수 

값인   이면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하며,   

이면 역진적 불형평성을   이면 누진적 불형평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I nSPi I nAVi
where I nAVi  Z

   (6)

Sunderman et al.(1990)은 과세 평가액(AV)과 실

거래 가격(SP)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 아닌 "S"자 형이

라고 가정하고 스플라인 회귀(spline regression) 모

형을 적용했다. 임재만(2013)은 모형설명에서 LOW

는 매매가격이 첫 번째 분기점보다 낮은 저가격대면 

1, 아니면 0인 가변수, HIGH는 매매가격이 두 번째 분

기점보다 높은 고가격대면 1, 아니면 0인 가변수다라

고 설명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상숫값과 두 회귀계수 

값인     이면 수직적 형평성이 만족

하며, 상숫값인   이면, 누진적 불형평성을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AVi  SPiLOWi
HIGHiLOWSPiHIGHSPi

  (7)

McMillen(2013)은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분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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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전통적인 회귀분석방법과 분위회귀분석방법

을 비교 설명하였다. 정희창(2018)은 조건부평균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회귀모형보다 과세평가의 변동성

(variability)까지 고려한 분위회귀분석이 과세평가의 

역진성을 분석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통 회귀모형은 변동성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주

지 못해 분위회귀분석 방법이 우수하다고 보았다.

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거래 자료는 계약일 기준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거래된 서

울특별시 토지 자료에 한하며, 공시지가 자료는 2016

년, 2017년, 2018년 1월 1일 기준 자료이다. 실거래 자

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서울특별

시 토지 자료만을 추출하여,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받은 토지특성 자료와 매칭하고, 등기부등본 자료 및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문 등을 

얻어 19,543건의 자료를 확정하였다. 공시지가 자료

는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서 2017년, 2018년, 2019년 

1월 1일 기준을 다운로드해 사용하였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계약일을 기

준으로 추출한 실거래자료와 시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

에서 공시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월별 지가 지수

를 활용하여 모든 자료를 공시지가 기준 월일인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시점수정하였다. 또한, 국토교

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분 거래 및 

중복 거래 9,125건의 자료를 제거하였고, 과세평가 비

율 중 40% 미만을 기준으로 하한 1,981건, 100% 초과

를 기준으로 상한 1,343건의 이상치를 제거하고 7,094

건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확정하였으며, 이 자료를 

2016년 2,674건, 2017년 2,524건, 2018년 1,896건으

로 연도별로 구분하였다. 

통계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7.0｣ 패키지

를 사용하였고, 분위회귀 분석에서는 ｢Eviews 10｣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Kolmogorov-Smirnov 검증을 통해 자료의 정규 

분포 여부와 Kruskal-Wallis 검증을 통해 집단의 동

일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는 정규

분포가 아니며,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자료가 

동일 분포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4.1. 기초통계 분석

Table 5는 서울특별시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 

수준에 대한 연도별 기술 통계 결과이다. 서울특별시

의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 수준인 현실화율은 

2016년 59.60%, 2017년 60.63%, 2018년 61.82%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

다. 연도별 현실화율 수준은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Author model
Null 

Hypothesis

Paglin & 
Fogarty

AVi   SPi   

Cheng lnAVi   lnSPi   

IAAO SPi
AVi

  SP i   

Kochin 
& Parks

lnSPi   lnAVi   

Bell AVi   SPi SPi   

  

Clapp
lnSPi   lnAVi
    

  

Sunder
man et 

al

AVi   SPi LOWi
 HIGHi LOWSPi

 

  

  

  

AV: assessed value

SP: sale price

, : coefficient estimators

Table 4. Tests of Vertical Inequity in Property
Tax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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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정부의 현실화율 정책으로 인

한 서울특별시의 높은 공시지가 상승이 주된 원인으

로 보인다. 

Table 6은 서울특별시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 

수준에 대한 자치구별 기술 통계 결과이다. 서울특별

시 자치구별 현실화율은 강동구가 69.26%로 가장 높

았으며, 은평구, 강서구, 서초구, 강북구 순으로 13개 

자치구가 서울특별시 평균인 60.64%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노원구가 49.60%로 가장 낮았으

Year N mean median
weighted 
average

standard 
deviation

2016 2,674 65.96 63.92 59.60 16.12 

2017 2,524 66.40 64.72 60.63 15.99 

2018 1,896 64.26 62.50 61.82 15.87 

Total 7,094 65.66 63.83 60.64 16.03 

N: number of samples

Table 5. Results of basic statistics by Yea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nit: %)

Autonomous Region N mean median weighted average standard deviation

Gangnam-gu 243 60.87 58.70 64.52 16.03 

Gangdong-gu 170 65.95 65.11 69.26 14.17 

Gangbuk-gu 362 65.16 68.18 64.97 15.93 

Gangseo-gu 317 70.98 71.64 68.05 14.32 

Gwanak-gu 210 64.71 61.68 62.33 16.78 

Gwangjin-gu 130 61.14 57.46 54.09 17.25 

Guro-gu 302 64.73 61.28 54.39 15.10 

Geumcheon-gu 82 61.90 60.01 58.91 15.32 

Nowon-gu 114 63.06 56.47 49.60 14.96 

Dobong-gu 102 69.39 67.72 64.45 17.41 

Dongdaemun-gu 323 68.16 68.04 64.17 15.22 

Dongjak-gu 367 63.73 61.93 59.92 15.86 

Mapo-gu 275 63.82 61.36 59.93 14.58 

Seodaemun-gu 493 67.22 66.06 60.35 15.95 

Seocho-gu 293 62.60 61.35 65.49 16.71 

Seongdong-gu 206 60.41 56.32 54.75 15.26 

Seongbuk-gu 571 70.02 70.41 64.19 15.67 

Songpa-gu 132 64.10 65.48 63.07 16.25 

Yangcheon-gu 79 63.03 62.61 64.79 13.03 

Yeongdeungpo-gu 431 67.35 64.23 51.43 13.48 

Yongsan-gu 440 63.65 59.78 57.05 17.71 

Eunpyeong-gu 394 71.19 73.95 68.21 15.13 

Jongno-gu 424 64.88 63.56 59.52 15.74 

Jung-gu 410 63.81 60.09 60.71 15.26 

Jungnang-gu 224 63.55 61.19 58.15 17.03 

N: number of samples

Table 6. Results of basic statistics by Autonomous Reg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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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등포구, 광진구 순으로 12개 자치구가 서울특별

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영(2019)은 

서울시 자치구별 평가비율 분석 결과 중위수 값이 강

동구가 69.0%로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가 51.0%로 가

장 낮게 나와 비슷한 결과 값을 나타냈다. 서울특별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인 60.64%보다 현실화율이 높은 

구는 13개구이며, 낮은 구는 12개구로 나타나 서울특

별시 평균 대비 자치구별 수준은 고르게 분포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현실화율 수준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크

게는 약 20%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공시지가의 형평성이 

결여 된 것을 의미한다.

Table 7은 서울특별시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 

수준에 대한 용도지역별 기술 통계 결과이다. 용도지

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

한구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중 주거지역

의 표본 수가 5,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상업

지역이 876건, 공업지역이 282건, 개발제한구역이 

419건, 녹지지역이가장 작은 68건으로 나타났다. 서

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현실화율은 녹지지역이 64.11%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개발제한구

역 62.30%, 상업지역 61.84%, 주거지역 61.17%, 공업

지역 54.3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별 현실화율 격차는 최대 약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 또한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용도지역별 공시지가의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나

타낸다.

4.2. 수평적 형평성 분석

Table 8은 서울특별시 연도별 수평적 형평성을 검

증한 결과이다. 연도별 분산계수(COD)는 2017년에 

20.997%로 가장 양호했으며, 2016년은 21.413%, 

2018년은 21.415%로 나타났다. 3년 모두 국제과세평

가사협회(IAAO) 기준인 5~20% 이내를 충족하지 못

해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계수 값이 5~20%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전

반적으로 수평적 형평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9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2016년 자치구별 분산계수(COD)는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성동구, 중랑구, 금

천구 등 10개 자치구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준

인 5%-20% 이내에 포함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악구, 노원구, 구로구, 강

북구 등 15개 자치구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준

인 5~20%의 범위를 벗어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치구별 분산계수(COD)는 

Zoning N mean median
weighted 
average

standard 
deviation

Residential 
area

5,449 66.23 65.02 61.17 16.02 

Commercial 
area

876 62.22 59.99 61.84 15.12 

Industrial area 282 60.69 53.64 54.33 15.63 

Green area 68 67.28 66.17 64.11 14.60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419 68.63 69.54 62.30 16.80 

N: number of samples

Table 7. Results of basic statistics by Zoning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nit: %)

Year N COD(%) result equity

2016 2,674 21.413 inequality

5% to 
20%

2017 2,524 20.997 inequality

2018 1,896 21.415 inequality

Total 7,094 21.283 inequality

N: number of samples

Table 8. Results of Horizontal equity by Yea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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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은평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12개 자치구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

준인 5~20% 이내에 포함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동구, 서대문구, 중구, 강

동구 등 13개 자치구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준

인 5~20%의 범위를 벗어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치구별 분산계수(COD)는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 성북구, 강서구, 은

평구 등 14개 자치구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준

인 5~20% 이내에 포함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관악구, 동대문구, 마포

구 등 11개 자치구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준인 

Autonomous 
Region

2016 2017 2018 Total

N
A/S 
Ratio

COD
(%)

N
A/S 
Ratio

COD
(%)

N
A/S 

Ratio
COD
(%)

N
A/S 
Ratio

COD
(%)

Gangnam-gu 78 62.23 21.381 72 62.68 19.899 93 65.73 18.542 243 64.52 19.549 

Gangdong-gu 55 64.86 21.734 54 74.17 23.100 61 65.76 16.261 170 69.26 20.138 

Gangbuk-gu 84 60.95 22.250 150 66.43 14.814 128 64.47 16.188 362 64.97 16.848 

Gangseo-gu 93 64.68 21.573 130 66.60 20.048 94 71.19 19.223 317 68.05 20.288 

Gwanak-gu 96 64.89 23.624 57 62.74 22.834 57 57.00 25.390 210 62.33 23.683 

Gwangjin-gu 50 70.36 20.512 55 55.52 17.883 25 44.15 23.061 130 54.09 20.674 

Guro-gu 145 51.88 22.679 80 68.77 16.108 77 68.90 21.211 302 54.39 20.818 

Geumcheon-gu 31 59.93 18.925 32 71.20 17.352 19 51.07 17.366 82 58.91 20.907 

Nowon-gu 35 67.20 22.829 53 48.98 21.975 26 50.49 20.717 114 49.60 25.693 

Dobong-gu 42 62.68 20.043 23 62.46 22.140 37 66.21 15.949 102 64.45 19.242 

Dongdaemun-gu 143 59.70 14.652 95 67.86 22.064 85 61.06 24.191 323 64.17 19.296 

Dongjak-gu 144 55.38 20.867 114 62.46 18.319 109 61.89 14.517 367 59.92 18.942 

Mapo-gu 101 61.57 21.168 93 59.20 21.206 81 56.70 23.958 275 59.93 22.648 

Seodaemun-gu 170 59.93 18.063 252 60.85 24.134 71 61.59 17.874 493 60.35 22.421 

Seocho-gu 109 71.91 19.618 114 61.03 20.125 70 63.30 21.138 293 65.49 20.722 

Seongdong-gu 71 60.18 19.122 66 52.41 25.797 69 47.16 17.703 206 54.75 22.180 

Seongbuk-gu 231 63.38 21.213 229 66.02 16.917 111 62.86 19.316 571 64.19 19.065 

Songpa-gu 55 63.49 13.102 57 62.29 20.311 20 64.38 15.464 132 63.07 16.552 

Yangcheon-gu 45 66.20 13.918 13 60.70 16.670 21 62.66 17.983 79 64.79 16.037 

Yeongdeungpo-gu 153 53.83 21.469 207 64.46 18.853 71 43.82 21.536 431 51.43 24.085 

Yongsan-gu 197 56.25 18.758 134 59.00 21.285 109 59.84 20.609 440 57.05 20.338 

Eunpyeong-gu 173 67.77 15.257 129 69.05 19.467 92 67.89 19.094 394 68.21 17.794 

Jongno-gu 176 56.68 20.175 127 65.93 17.595 121 60.21 21.807 424 59.52 20.599 

Jung-gu 97 59.97 21.629 123 64.46 23.253 190 59.42 25.776 410 60.71 24.076 

Jungnang-gu 100 58.81 18.947 65 57.69 15.629 59 57.60 19.715 224 58.15 18.396 

N: number of samples

Table 9. Results of Horizontal equity by Autonomous Reg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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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의 범위를 벗어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년 전체 자치구별 분산계수(COD)는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북구 등 10개 자치구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

준인 5~20%이내에 포함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원구, 영등포구, 중구, 관악

구 등 15개 자치구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준인 

5~20%의 범위를 벗어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분산계수(COD)

는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는 자치구가 2016년 10개

에서 2017년 12개로, 2018년 14개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금

천구는 3년 모두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마포구, 노원구, 중구, 관악구는 3년 모두 

수평적 불형평성이 나타나 공시지가의 수평적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0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수평적 형평성

을 검증한 결과이다. 2016년 용도지역별 분산계수

(COD)는 녹지지역 16.317%, 공업지역 17.526%의 분

산계수(COD)가  IAAO기준인 5~20% 이내에 포함되

어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거지역 20.799%, 상업지역 20.877%, 개발제한구역 

20.872%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준인 5~20%의 

범위를 벗어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7년 용도지역별 분산계수(COD)는 녹지지역 

18.687%, 상업지역 18.697% 개발제한구역 19.432%

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준인 5~20% 이내에 포

함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공업지역 25.395%, 주거지역 21.133%의 분산계

수(COD)가 IAAO기준인 5~20%의 범위를 벗어나 수

평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용도

지역별 분산계수(COD)는 녹지지역 18.862%의 분산

계수(COD)가 IAAO기준인 5~20%의 범위에 포함되

어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

업지역 23.638%, 상업지역 22.005%, 개발제한구역 

21.857%, 주거지역 20.540%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준인 5~20%의 범위를 벗어나 수평적 불형평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체 용도지역별 분

Zoning

2016 2017 2018 Total

N
A/S 

Ratio
COD
(%)

N
A/S 
Ratio

COD
(%)

N
A/S 
Ratio

COD
(%)

N
A/S 

Ratio
COD
(%)

Residential 
area

2,102 62.14 20.799 1,982 61.67 21.133 1,365 59.52 20.540 5,449 61.17 20.920

Commercial 
area

291 59.26 20.877 277 59.14 18.697 308 65.69 22.005 876 61.84 20.596

Industrial 
area

133 54.12 17.526 70 56.04 25.395 79 54.46 23.638 282 54.33 21.984

Green area 18 63.19 16.317 27 78.83 18.687 23 52.09 18.862 68 64.11 18.685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130 66.00 20.872 168 63.54 19.432 121 59.00 21.857 419 62.30 20.566

N: number of samples

Table 10. Results of Horizontal equity by Zoning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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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계수(COD)는 녹지지역 18.685%의 분산계수(COD)

가 IAAO기준인 5~20%의 범위에 포함되어 수평적 형

평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지역 

21.984%, 상업지역 20.596%, 주거지역 20.920%, 개

발제한구역 20.566%의 분산계수(COD)가 IAAO기준

인 5~20%의 범위를 벗어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분산계수

(COD)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서 수평

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녹

지지역, 개발제한구역 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수평적 형평성 분석과 동일하게 2017년 분산

계수(COD)가 가장 양호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수직적 형평성 분석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량경제모형인 

PF 모형, Cheng 모형, Bell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국

제과세평가사협회(IAAO)에서 제시하는 비율연구 방

법인 가격격차지수(PRD)를 통해 공시지가의 수직적 

형평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Table 11은 서울특별시 

연도별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결과다. 2016년은 PF 

모형, Cheng 모형, Bell 모형 모두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으며, 가격격차지수(PRD)는 1.107로 국제과세

평가사협회(IAAO)기준 0.98~1.03을 초과하여 역진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PF 모형, 

Cheng 모형, Bell 모형 모두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으며, 가격격차지수(PRD)는 1.096으로 IAAO

기준 0.98~1.03을 초과하여 역진성 불형평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PF 모형, Bell 모형에서는 누진적 불형평

성이 나타났으며, Cheng 모형에서는 역진적 불형평

성이 나타났다. 가격격차지수(PRD)는 1.039로 IAAO

기준 0.98~1.03을 초과하여 역진성 불형평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체는 PF 모형, Bell 모형

에서는 누진적 불형평성이 Cheng 모형에서는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 검증 결과 서울

특별시 3년 전체 가격격차지수(PRD)는 1.083으로 

IAAO기준 0.98~1.03을 초과하여 역진성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격차지수(PRD)는 

2016년 1.107, 2017년 1.095, 2018년 1.039로 3년 모

두 IAAO기준 0.98~1.03을 초과하여 역진적 불형평성

Year N
PF(1972) Cheng(1974) BELL(1984)

PRD equity
(

)  (
) 

2016 2,674
64.99*** 0.968*** 33.43* -7.6E-14***

1.107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2017 2,524
87.55*** 0.971*** -35.29*** -8.7E-13***

1.095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2018 1,896
-233.41*** 0.972*** 148.41*** 2.7E-13***

1.039 Re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Total 7,094
-97.88*** 0.970*** 133.38*** 2.6E-13***

1.083 Re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주) *, ** , *** indicate significance at 10%, 5%, and 1%, respectively.
N: number of samples

Table 11. Results of Vertical equity by Yea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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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지만 연도별 가격격차지수(PRD)가 점점 

낮아지므로, 수직적 역진성이 해마다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연도별 수직적 형평성

은 대부분 역진적 불형평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서

울특별시에 있는 저가토지에 비해 고가토지의 현실화

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3년간의 수직적 형평성

의 변화를 관찰하면 PF 모형과 BELL 모형에서  역진

적 불형평성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변화하는 모습

이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공시지가의 현실

화 제고를 위해 고가 토지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킨 것

이 원인으로 보인다. Table 12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별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F 모형에서는 해마

다 역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난 자치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Cheng 모형에서는 해마다 역

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난 자치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ll 모형에서는 3년 모두 자치구별 결과

가 비슷하게 확인되었고, 자치구별 PRD 결과는 역진

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난 자치구가 2016년에 16개구 

2017년에 15개구 2018년에 19개구로 해마다 감소하

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3은 서울특

별시 용도지역별 수직적 형평성 검증결과이다. 2016

년은 Bell 모형의 상업지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이 나

타났으며, 나머지는 모두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함

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은 PF 모형, Cheng 모형, 

Bell 모형, PRD에서 모든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

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녹지지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2018년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서는 역진적 불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상업지역에서 PF 모형과 Bell 모형은 누진적 불형

평성을 확인하였고, 녹지지역에서 Cheng 모형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을 확인하였다. 전체는 주거지역, 개

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서는 역진적 불형평성을 확인

하였으며, 상업지역에서는 PF모형과 Bell모형은 누진

적 불형평성을 공업지역에서는 Bell모형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을 확인하였다.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수직

적 형평성 검증결과 대부분 용도지역에서 역진적 불

형평성이 확인되었으며, 표본수가 적은 용도지역에서

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4.4. 분위회귀 분석

다음은 조건부평균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회귀모형

보다 과세평가의 변동성까지 고려한 분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기존 전통적인 회귀모형 중에

서 모형 적합도가 가장 높은 Cheng 모형을 통해 분석

하였다. Table 14는 서울특별시 연도별 분위 회귀분

석 결과다. 가장 좌측이 1분위수로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이고, 우측으로 이동할수록 분위가 올라가며, 최

우측이 9분위수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경우이다. 서

울특별시 연도별 분위회귀분석 결과는 모든 분위에서 

값이 1보다 작게 나와 역진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Cheng 모형의 추정 계수 값을 

보면 1분위에서 5분위까지는 계수 값이 작아지는 것

Year
Regressive Progressive PRD

equityPF Cheng Bell PRD PF Cheng Bell PRD

2016 9 23 9 16 4 2 11 4 5

2017 7 22 11 15 5 3 12 5 5

2018 4 25 11 19 5 0 12 2 4

Total 14 25 14 19 11 0 9 4 2

Table 12. Results of Vertical equity by Autonomous Reg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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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Zoning N
PF(1972) Cheng(1974) BELL(1984)

PRD(%) Result
(

)  (
) 

2016

Residential area 2,102
       

1.067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Commercial area 291
   

1.080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Industrial area 133
   

1.058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Green area 18
   

1.070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130
   

1.072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2017

Residential area 1,982
   

1.057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Commercial area 277
   

1.166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Industrial area 70
   

1.073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Green area 27
   

0.833 Pro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168
   

1.083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2018

Residential area 1,365
   

1.165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Commercial area 308
   

1.108 Re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Industrial area 79
   

0.923 Pro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Green area 23
   

1.324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121
   

1.089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Total

Residential area 5,449
   

1.102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Commercial area 876
   

1.117 Re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Industrial area 282
   

1.006 equity
Re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Green area 68
   

1.049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419
   

1.083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주) *, ** , *** indicate significance at 10%, 5%, and 1%, respectively.
N: number of samples

Table 13. Results of Vertical equity by Zoning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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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직적 역진성이 심화됨을 의

미한다. 또한 6분위부터는 계수 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수직적 역진성이 조금씩 개선

됨을 의미한다. 즉,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1분위에서 

역진성이 가장 양호하고, 공시지가가 높아질수록 역

진성이 심화되다가 5분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6분위부터 역진성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이는 공시지가가 낮은 수준의 토지에서 수직적 

역진성이 가장 낮고, 공시지가가 중간 수준의 토지에

서는 수직적 역진성이 가장 심화되며, 공시지가가 높

은 수준의 토지로 갈수록 수직적 역진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등 

14개 자치구 모든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 강북구, 종로구에서는 

중간 분위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였고, 나머

지 분위에서는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였다. 강남

구, 용산구 등 8개 자치구에서는 1분위 및 9분위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고, 나머지 분위에서는 역

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별 분위 회귀분석 결과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

평성이 나타났지만, 일부 자치구의 특정 분위에서 누

진적 불형평성이 확인되어 자치구별 분위의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용산구 동작

구, 노원구는 분위가 올라갈수록 추정계수의 분위별 

값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공시지가 수

준이 올라갈수록 수직적 역진성이 심화됨을 의미한

다. 그리고 관악구, 서대문구, 구로구, 중구, 마포구, 영

등포구, 동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종로구는 중간 분

위를 기점으로 역진성 계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는 중간 수준의 분위에서 공시지가의 수직적 역

진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중간 수준 분위에 공시지

가의 수직적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송파구, 광진구, 양천구,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서초구,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는 분위별 수직적 역진

성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타나 분위별 형평성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95% 신뢰구간의 크기도 넓

어 자치구별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세밀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녹지지역 9분위를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

역,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모든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

평성이 나타났으며, 분위별로 용도지역별 계수에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거지역은 5분위 수준에 공시

지가의 수직적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Quartile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2016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2017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2018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Total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 significance level of 1%.

Table 14. Results of Quantile regression by yea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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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ile()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Gangnam-gu
           

Pro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Gangdong-gu
             

Pro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Gangbuk-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Gangseo-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Gwanak-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Gwangjin-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Guro-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Geumcheon-gu
                

Pro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Nowon-gu
                 

Re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Dobong-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Dongdaemun-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Dongjak-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Mapo-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Seodaemun-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Seocho-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Seongdong-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Seongbuk-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Songpa-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Yangcheon-gu
             

Re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Yeongdeungpo-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Yongsan-gu
                    

Pro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Eunpyeong-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Jongno-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Jung-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Jungnang-gu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 significance level of 1%.

Table 15. Results of Quantile regression by Autonomous Region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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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은 분위가 올라갈수록 추정 계수의 분위별 

값이 우하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공시지가가 높

아질수록 수직적 역진성이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주거지역과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형태로 5분위를 기점으로 역진성 계수

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역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녹지지역에서는 9분위에서 누진

적 역진성이 나타났다. 또한, 공업지역은 중위 분위에

서의 역진성이 저가와 고가 분위에 비해 상대적로 양

호하게 나타났다.

5. 요약 및 결론

5.1. 요약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실거래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및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실

증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

제과세평가사협회(IAAO)에서 제시하는 비율연구와 

계량경제 모형을 통한 회귀분석이 있다. 실증분석 결

과 서울특별시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

으며, 2016년 59.6%, 2017년 60.63%, 2018년 61.82%

로 서울특별시 현실화율은 해마다 상승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자치구별 3년 전체 현실화율은 강동

구가 69.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원구가 

49.6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격차는 최대 

약 20%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 자치구별 공시지

가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

역별 3년 전체 현실화율은 녹지지역이 6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업지역이 54.33%로 가장 낮게 나타

났으며, 격차는 최대 약 10% 정도로 자치구와 마찬가

지로 용도지역별 공시지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17년이 가

장 양호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년 모두 국제과세

평가사협회(IAAO)기준인 5~20% 이내를 충족하지 못

해 수평적 형평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은 형평성 충족 기

준인 5~20%에 포함되는 자치구가 2016년 10개구, 

Quartile()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Residential 
area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Commercial 
area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Industrial 
area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Green area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Progressiv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Regressive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 significance level of 1%.

Table 16. Results of Quantile regression by Zoning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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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개구, 2018년 14개구로 해마다 늘어나 자치

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수평적 형평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용도별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형평성 충족 기

준인 5%-20% 이내를 충족하지 못해 수평적 형평성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

은 서울특별시 연도별 대부분 지역이 역진적 불형평

성으로 확인되어 저가 부동산에 비해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별 수직적 형평성 또한 대부분 역진성 불형평성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 권역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도

지역별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

형평성이 나타났으며, 상업지역에서는 누진적 불형평

성이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연도

별은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으

며, 1~5분위에서 점진적으로 역진성이 심화 되었고, 

5~9분위에서는 역진성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으며, 분

위별 결과 값이 자치구별, 용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

타났다. 

5.2. 결  론

서울특별시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검증한 결과 연도

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

의 수준인 현실화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

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시지가가 수평적･수직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

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형평성 문제는 평가 주체나 과

세당국이 공시지가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시지가 자체의 변동률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 하락을 야기

하며, 국민 조세저항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① 매년 결정･공시하는 공시지가의 

비율연구 및 수직적 형평성 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과

세평가의 형평성을 검증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

러한 형평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가

에서 전국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② 저가 및 고가 

부동산에 집중하여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인 균

형을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항상 문제가 제

기되는 저가 및 고가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기 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공시

지가와 실거래가 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③

시･도 및 자치구간 체계적인 지가 균형협의가 필요하

다. 지가 균형협의는 지자체 공무원과 담당 평가사가 

모여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형평성 분석을 토대로 법과 제

도를 정비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는 지역별 체계적인 

균형협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대상 지역을 서울특

별시로 한정하여 공시지가 형평성 비교 대상 지역이 

서울특별시 자치구로 한정되었다. 둘째 실거래가격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

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다. 셋째 토지만으로 분

석을 진행하여,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형평

성은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한

계점이 있었다. 넷째 서울특별시 공시지가의 형평성

을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로 분석하여 검증결

과를 기술했지만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

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향후 연

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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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
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
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
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
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
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
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

주요어 : 공시지가,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현실화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