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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배경

1) 본 사업 도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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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 및 감정평가 인정 기간

시가기준원칙_상증세법 제60조 시가기준원칙 예외-보충적 평가방법_상증세법 제61조

감정평가제도의 활용 감정가액 등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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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탁상가액의 중요성

▣ 국세청은 정식감정 의뢰 전 본 컨소시엄에 탁상감정을 의뢰하며 5개 법인 본사는 탁상감정을 진행합니다. 

▣ 탁상감정은 5개 법인의 5개 탁상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상호 간 오차 검증이 완료된 후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국세청은 통보받은 탁상가액으로 납세자의 신고가액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식감정을 의뢰합니다.

▣ 국세청은 탁상가액과 정식평가의 감정가액간 격차가 거의 없다는 전제하에서 정식평가 목록을 선정하기 때문에 각 사의 본사는 

탁상감정시 정식평가 수준으로 신중하게 탁상가액을 산출합니다. 

▣ 정식평가 진행 시 탁상가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A조 B조간 복수감정 평균가액과 탁상가액간 격차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국세청 담당자에게 가격을 통보하기 전, 

 반드시 각사 본사 정감총괄평가사와 별도로 협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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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식 감정평가 

1) 접수

 - 정감 목록은 별도의 의뢰공문 없이 각 사 본사에서 파일 형태로 일괄 배정하여 공지합니다. 

 - 2022년의 경우 매월 중순경에 목록이 접수되었으며, 비정기적으로 수시분이 매월 1~2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의뢰인은 “oo지방국세청장”, 제출처는 “oo지방국세청”입니다. 

 -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 (국세청제출용)”로 표기되며,

 - 의뢰일자는 본사에서 일괄 안내합니다. 

2) 배정

 (1) 정감 담당자 자격요건 

   - 정감 담당자는 최초 입찰 시 정량서류상 참여자로 등재된 평가사에 한정됩니다. 

   - 현장실사는 담당평가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직원 단독 출장이 금지되며 배정받은 평가사가 처리 평가사를 동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배정이 결정된 이후 현장실사 일정이 확정되는 때까지 일정기간(2주 내외)이 경과될 수 있으나 배정자가 국세청에 통보된 이상 담당평가사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코로나 등 특별한 사유 제외)

   - 부득이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관사에서 국세청에게 담당자 변경 사실을 공문 처리해야 하므로 사정 발생 즉시 본사 정감총괄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협의합니다.

 (2) 배정 시 특별 고려사항

   - 당초 입찰 제안 시,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방안으로 

     물건 주소지를 참여사 지사 소재지 및 공시지가 담당지역과 우선 매칭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물건 배정시 사무소 소재지, 공시지가 담당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평가사가 1순위로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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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사

 - 당초 배정자가 현장실사 및 감정서 날인을 해야합니다.

   이때 국세청 조사관 및 납세자와 함께 임장하며 처리 평가사 동행은 가능합니다. 

 - 배정 즉시 국세청 담당자와 연락하여 현장조사일을 조율하고 건축물현황도면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토지·건물: 지적개황도 작성 O / 건물이용현황도 작성 X (단, 위치가 특정된 공유인 경우에는 작성 O)

   구분 건물: 지적개황도 작성 X / 호별배치도 작성 O / 내부이용현황도 및 임대차개황 작성 X  

 - 대부분 소급평가이므로 기준시점과 현황이 불일치할 경우에 특히 주의합니다. 

   예시) 기준시점 이후의 자본적 지출, 증축, 개보수, 리모델링 등의 물적 변동에 따른 가격증가, 감가 요인은 반영하지 아니함

 - 현장조사결과 현황이 의뢰목록과 다른 경우 각 사 본사 총괄에게(본사 총괄->주관사 총괄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수정된 목록으로 감정평가합니다. 수정된 목록은 주관사인 제일감정이 재의뢰 받아서 전달 드립니다. 

   예시) 구분건물 세부 목록 상 대지권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으나 대지권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목록 수정을 본사에 요청 

4) 감정평가

 - 감정평가액(복수감정 평균가액)은 탁상가액(통보가액)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탁상가액과 복수감정 평균가액 간 격차가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본사 정감 총괄과 사전 검토한 이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 심사는 각 법인 본사에서 전수 심사합니다(지사자체 심사 금지).

 - 목록 관련 이슈로 평가가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국세청 제출용 감정서는 “조건부평가 금지”가 상증세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담당평가사는 국세청에게 조건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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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2호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

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

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

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려하지 않고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 담당평가사는 반려에 대한 의사를 국세청에게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본사 정감총괄과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하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경우 본사는 해당 물건의 반려를 요청한 지사 대신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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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및 발송 프로세스

1) 모든 제출서류는 배정받은 담당평가사가 작성하되 자료의 취합(및 PDF생성)은 각 법인 본사 총괄이 담당합니다.

2) PDF 생성 시 스캔 방식이 아닌 파일 자체를 PDF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선명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 1~5종의 보고서를 1개의 파일로 일괄 저장하며 서류 번호 순으로 편철합니다.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통일합니다. 

    ※ 파일명: “상속증여(피상속인(수증인))_회사명.pdf“  예) 증여(오윤숙)_제일감정.pdf

3) 공부 등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4) #1 정감보고서:  

  - 본사는 정감보고서를 각 법인 양식으로 작성하되 국세청용 필수 문구 등은 주관사 표준양식 참고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 담당평가사는 소속 법인 본사에서 배포한 감정서 표준양식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5) #4 이해충돌점검문답지: 배정 즉시 본사에서 확인합니다. 

  - 이해충돌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본사에게 알리고 해당 본사는 주관사에게 배정을 반납합니다. 

6) #5 현장민원기록지: 현장 민원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Hard Copy 발송 부수의 경우 기본 원칙은 있으나 관할 지방청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예시) 국세청 담당자에 따라 Hard Copy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 / 2부씩만 보내라고 하는 경우 등은 그에 따름

          별 의견 없는 경우는 기본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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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작성 및 발송 방법 요약]

서류

번호
제출서류

부수

(A,B 공히)
양식 서류제출 순서/경로/기한 비고

1 정감보고서 5
각 법인 감정서 양식

(본사에서 일괄 배포)

1단계: 배정 즉시 담당평가사는 4번 서류 

작성하여 본사로 송부, 본사는 이해충돌 확인

2단계: 작성 완료 후 각사 본사는 1~5번 서류 

미날인본 병합 PDF만들어 3곳으로 메일전송

(현장조사 후 3일 이내)

**3곳

  1)HQ 정감총괄(하선명)
    nts2@facc.co.kr
  2)국세청 본청 담당자(곽주권 반장)
    kjk0815@nts.go.kr
  3)국세청 지방청 담당자
    e-mail 개별적 확인

3단계: 국세청 지방청 리뷰(2일 전후) 후 컨펌 

주면 각사 본사는 1~5번 서류 날인본 병합 

PDF만들어 3곳으로 메일 전송

(국세청 컨펌 후 1일 이내)

4단계: 담당평가사는 1~3번 출력물을 국세청 

지방청(only) 담당자에게 발송

2 소유자제출용보고서 2
각 법인 감정서 양식

(본사에서 일괄 배포) 

3 요약보고서 1

주관사 표준 양식

(본사에서 엑셀양식

일괄 배포)

4 이해충돌점검문답지
1

PDF only
배정 즉시 작성 및 
본사 총괄이 확인

5 현장민원기록지
1

PDF only
현장 민원 있는 경우만 
작성

mailto:kjk0815@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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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 보안 · 민원

1) 교육
  - 각 본·지사 참여인력은 주관사에서 제작한 본 영상 외에 각사 본사의 교육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2) 보안
  - 국세청에서는 같은 법인, 같은 지사 내에서도 배정받은 담당평가사 외에는 해당 내용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담당평가사 외에는 자료 열람을 금지하며 자료의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 특히 온라인 메신저(예시: 카카오톡 등)상에 대상물건의 소재지, 납세자 정보 노출을 금지합니다. 

  - 국세청 계약에 따라 참여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내용 위반 시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례 등록을 금지하며 타법인 전례 요청 시 어떠한 정보도 전달하면 안됩니다. 

    특히, 접수부/전례담당 부서의 담당직원 교육에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납세자측 감정평가사에게 가격정보, 감정서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본 용역 감정평가서 파일의 보관은 그 외 감정서 보관 폴더와 별개로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폴더에 암호를 설정하여 담당자 이외의 열람을

    차단합니다. 

3) 민원
  - 모든 민원은 각 법인 본사에서 대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현장(또는 유선)에서 민원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5번 민원기록지에 기록하고 답변은 본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사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 바랍니다.

    ※ 담당평가사의 답변이 납세자 및 납세자 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주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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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사의 역할

 1) 탁상 수행
 

 2) 정감 본·지사 배정

   - 배정시 주관사 1순위 추천자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 배정 후 ”4.이해충돌점검문답지“를 점검하여 담당평가사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 지사 반려물건 없도록 관리하며, 불가피한 경우 본사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지사 배정 후 발송까지 각사 정감총괄이 일정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3) 전수 본사심사

   - 모든 물건을 본사에서 심사하여 가격 적정성과 감정서 오류 여부, 탁상가액과의 균형 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4) 정감 제출서류(5종) 취합, 발송(PDF) 및 관리

 5) 1년간 납세자 측 국세청 제출용 또는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 금지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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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관리 방침
CASE 1. 본 용역 대응 목적 납세자측 의뢰물건
- 상속증여 신고기간(6/3개월) 이후 접수되는 국세청 제출용 평가
- 국세청 제출용 명시 또는 일반거래 목적 전체
-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

전면 금지

CASE 2. 최초 상속, 증여세 신고를 위한 납세자측 의뢰물건
 - 상속증여 신고기간(6/3개월) 이내 접수되는 국세청 제출용 평가
 - 국세청 제출용 명시 또는 일반거래 목적 전체
 -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

평가 가능
전수 본사 심사로 가격 적정성 검증

(향후 국세청 의뢰시 탁상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함)

전수 전례 등록 필수

   ※ 교육 미비로 우리 컨소시엄 내 평가법인이 납세자측 평가자로 선정된 경우 => 상대 평가사에게 설명 후 평가 반려하도록 안내할 것

6) 본·지사 민원 책임

  - 모든 민원은 본사에서 대응합니다.

7) 본·지사 보안 책임

  - 납세자 정보는 물론 탁상결과, 감정서 등의 외부유출을 금지합니다.(타사에 전례 전달 절대 금지, 협회 전례프로그램 등록 금지)

8) 본·지사 교육 및 관리 책임

  - 상기 모든 내용을 본·지사 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합니다.

9) 본·지사 수수료 관리

  - 감정평가수수료는 각사 본사에서 일괄 산정, 청구합니다. 

  - 각 법인 본사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산정하여 주관사에게 상세내역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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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담당평가사는 본사의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되 아래 내용에 특별히 유의합니다. 

▣ 의뢰일자: 본사에서 일괄 안내한 일자를 기입

▣ 괄호감정표:

① 감정평가 의뢰인 / 제출처 : ○○지방국세청장 / ○○지방국세청

② 감정평가 목적 : 일반거래(국세청제출용)

③ 목록표시근거 : ‘귀 제시목록’을 반드시 포함

④ 소유자 : 상속과 증여의 표기방법이 다르며, 괄호감정표와 요약보고서의 표기 방법이 다름

  - 소유자란은 다소 혼란스럽지만, 상속의 경우 상속 받는 사람을, 증여의 경우 증여 하는 사람을 기입하며 각각 상대방을 괄호 안에 병기합니다.

  - 상속인의 정보는 엑셀목록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다수인 경우 전체를 기재합니다.

  - 전체면적 상속 또는 증여가 아닌 일부면적을 다수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괄호감정표에는 상속(증여)지분의 합계로 표시합니다. 

    (토/건 각각)

구분 괄호감정표 (병기해야합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서

상속

상속인(피상속인) : 받는사람(주는사람) 상속인 : 받는사람

김자녀
(피상속인 : 김부모)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이우성
(피상속인:노계호) 김자녀

증여
증여인(수증인) : 주는사람(받는사람) 증여인 : 주는사람

김부모
(수증인 : 김자녀)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김대건
(수증인:김세성) 김부모

⑤ 작성일 : 법정결정기한일(상속일 후 15개월 되는 달의 말일 / 증여일 후 9개월 되는 달의 말일) 이내인지 확인

            해당기간을 초과한 경우 감정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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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명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추가 기재_본사 표준양식 참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고유번호 필수 기재_본사 표준양식 참고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모든 일련번호에 대한 고유번호 명시(건물도 마찬가지)

예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고유번호

▣ 토지·건물은 개별평가, 구분건물은 일괄평가 원칙

- 골프장 등 특수 물건이 아닌 경우 물건별 주된 방식으로 감정서 작성

  토지: 표준지공시지가기준법/거래사례비교법

  건물: 원가법

  구분건물: 거래사례비교법

▣ 법인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엑셀에 표시되며, 이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 지분 등의 면적 사정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 단가사정 : 100,000원 이상은 유효숫자 세자리, 100,000미만은 유효숫자 두자리로 표기

▣ 구분건물의 호별 평가액 : 유효숫자 세자리 표기 (예시 : 1,570,000,000원)

▣ 감정평가의 대상물건을 2인 이상 상속(증여) 받는 경우 상속(증여) 받는 지분별로 감정평가액 별도 기재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고유번호

기호(1) 토지 원효로2가 92-3 1234-5678-01234

기호(가) 건물 원효로2가 92-3 1234-5678-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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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견 마지막부분에 표기할 것 (명세표는 지분의 합계로 평가)

□ 토지, 건물의 지분률이 같은 경우 토지건물 구분 없이 합산하여 지분가액표시

   (예) 토지+건물가액 총100억, 홍길동 지분률 30% -> 홍길동: 30억

□ 토지, 건물의 지분률이 다른 경우 토지, 건물 구분하여 지분가액 표기

▣ 토지 그 밖의 요인 산출시 유의사항

- 담보평가 전례 사용 금지

- 기준시점 이후의 가격자료(거래사례/감정평가사례 등)는 적시하지 아니함(역진적 시점수정 금지)

- 거래사례>시가평가전례 순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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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후관리

▣ 담당평가사는 감정평가서 발행 이후에도 국세청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가인정평가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 담당평가사는 본 용역기간인 2023년 이후에도 국세청 요청이 있는 경우 조세심판, 쟁송 등의 대응을 위한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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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상속 또는 수증인이 다수인 경우 지분표기법

1. ∑(의뢰된 상속 or 증여지분) = 100%인 경우

① 일반적인 평가건과 동일하게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총액으로 평가합니다.
② 감정평가의견 : 마지막에 각 지분권자별 금액을 표시합니다.(단, 상속의 경우 상속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
③ 감정평가명세표 : 지분의 합계로 표시합니다.

감정평가의견(토지·건물 지분율이 같은 경우) 감정평가명세표 (토지·건물 지분율이 같은 경우) 

VI. 감정평가액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결정의견

구분 토지 건물 합 계

감정평가액(원) 12,077,380,000 617,640,000 12,695,020,000

상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의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간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합리
성이 인정되므로 상기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2. (상속or수증인) 지분에 따른 감정평가액

구분
대상물건

상속(수증)인 지분율
지분에 따른

감정평가액(원) 감정평가액(원)

토지·건물 12,695,020,000
김XX 1/3 4,231,673,330

김○○ 2/3 8,463,346,670

합 계 12,695,020,000 - - 12,695,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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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견 (토지·건물 지분율이 다른 경우) 감정평가명세표 (토지·건물 지분율이 다른 경우) 

VI. 감정평가액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결정의견

구분 토지 건물 합 계

감정평가액(원) 12,077,380,000 617,640,000 12,695,020,000

상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의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간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합리
성이 인정되므로 상기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2. (상속or수증인) 지분에 따른 감정평가액

※ 지분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일원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구분
대상물건

감정평가액(원)
상속(수증)인 지분율

지분에 따른

감정평가액(원)

토지 12,077,380,000
김XX 1/3 4,025,793,330

김○○ 2/3 8,051,586,670
소계 - 12,077,380,000

건물 617,640,000
김XX 1/5 123,528,000

김○○ 4/5 494,112,000
소계 2/3 617,640,000

합 계 10,279,544,000 - - 12,695,020,000

상속(수증)인 구분 지분에 따른 감정평가액(원) 비고

김XX

토지 4,025,793,330
건물 123,528,000
소계 4,149,321,330

김○○

토지 8,051,586,670
건물 494,112,000
소계 8,545,698,670

합계 12,695,020,000



- 19 -

2. (의뢰된 상속 or 증여지분) < 100%인 경우

① 감정평가의견 : 지분권자별 면적사정하여 평가합니다.(단, 상속의 경우 상속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
② 감정평가명세표 : 지분권자별로 표시합니다.

감정평가의견 (토지) 감정평가의견 (건물) 

8) 주된방법(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 김XX 지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

사정
(㎡)

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4 2,580×

3/23 336.52 35,000,000 11,778,200,0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5 350×

3/23 45.65 30,000,000 1,369,500,000 

소계 2,930×
3/23 382.17 - 13,147,700,000 

□ 김○○ 지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
(㎡)

사정
(㎡)

단가
(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4 2,580×

8/23 897.39 35,000,000 31,408,650,0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25 350×

8/23 121.74 30,000,000 3,652,200,000

소계 2,930×
8/23

1,019.13 - 35,060,850,000

□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상속(수증인) 공부(㎡) 사정(㎡)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김XX 2,930×3/23 382.17 - 13,147,700,000 

김○○ 2,930×8/23 1,019.13 - 35,060,850,000 

합계 2,930×11/23 1,401.30 48,208,550,000 

3. 건물 감정평가액 결정

□ 김XX 지분
일련
번호

층별 공부(㎡) 사정(㎡)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가
1층 1,300×3/23 169.57 250,000 42,392,500 

2층 875×3/23 114.13 320,000 36,521,600 

소계 2,175×3/23 283.70 - 78,914,100 

□ 김XX 지분
일련
번호

층별 공부(㎡) 사정(㎡)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가
1층 1,300×8/23 452.17 250,000 113,042,500

2층 875×8/23 304.35 320,000 97,392,000

소계 2,175×8/23 756.52 - 210,434,500

□ 대상건물의 감정평가액

상속(수증인) 공부(㎡) 사정(㎡)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김XX 2,175×3/23 283.70 - 78,914,100

김○○ 2,175×8/23 756.52 - 210,434,500

합계 2,175×11/23 1,040.22 289,3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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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견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VI. 감정평가액 결정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결정의견

구분 토지 건물 합 계

감정평가액(원) 48,208,550,000 289,348,600 48,497,898,600

상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의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간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합리
성이 인정되므로 상기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2. (상속or수증인) 지분에 따른 감정평가액

상속(수증)인 구분 지분에 따른 감정평가액(원) 비고

김XX

토지 13,147,700,000

건물 78,914,100

소계 13,226,614,100

김○○

토지 35,060,850,000

건물 210,434,500

소계 35,271,284,500

합계 48,497,89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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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법인별 총괄평가사 명단

본 교육내용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법인별 총괄평가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명단]

구분 업무 이름

주관사

HQ

제일

PM 오윤숙

정감총괄 하선명

탁상총괄 노진형

프라임 기술총괄 박성식

참여사

제일
정감총괄 하선명

탁상총괄 노진형

경일
정감총괄 강흔태

탁상총괄 손규희

삼창
정감총괄 이정훈

탁상총괄 상동

삼일
정감총괄 정신근

탁상총괄 상동

프라임
정감총괄 유도은

탁상총괄 윤원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