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연구배경 및 목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

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후 합산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산정한다.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부동산의 일괄

가격에 대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구성비율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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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부동산의 일괄가격에 대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구성비율을 의미하는데, 과세표준 산정 및 법원

경매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활용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현행 적용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가격 배분 모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형은 단독주택 실거래 가격에서 토지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모형에 투입될 단가

추정을 위해 단독주택 실거래 매매 자료를 분석하여 토지와 건물 가치 비중과 건물의 단가를 산출하였다. 이때 토지가격은 실거래가

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종합하여 산정한 가격이고, 건물가격은 단독주택 매매가에서 토지가격을 차감한 값이다. 모형에서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단독주택가격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와 건물단가표를 건물용도별, 지역별, 건물구조별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상관관계의 변화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배분비율 자료는 기존에는 얻지 못하는 건물과 토지 가격의 특성에 관한 추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토지･건물 배분비율, 단독주택 가격, 실거래가, 토지공제방식

Abstract : Apportionment in property valuation is to separate the market value into multiple parts. This paper
aims to propose an apportionment method for single-residential houses utilizing sales price data accumulated
nationwide for one year period and to discuss the applications of the resulting apportioned value table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s current practices and prior research, and then selects a building residual method
for apportionment. Land value is defined as the market value where the site is cleared and fully serviced, and
the value of the each site where houses are located is assesed from a computer-aided mass appraisal system that
utilizes land sales prices collected nationwide as well. As a result, multiple corsstab tables are produced to report
the apportioned values between land and building of single-residential houses that are categorized by building
uses, regions, building structures, and years after construc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tables provide auxillary
information that is useful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value of the single-residential houses.
Key Words : Apportionment of property value, Single-residential house price, Sales price, Building residual 

apporti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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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독주택과 집합부동산(공동주택, 연립주택, 집합상

가 등)의 가격은 토지·건물 일체로 산정하는 것이 관련 

법 체계 및 시장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법원은 

집합건물 경매 시 감정평가사에게 경매가격 감정을 의뢰

할 때 토지와 건물의 배분비율을 산정하여 토지·건물 각

각의 배분 내역을 감정평가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후순위자가 배당에 참여하는 것

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

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획득한 경

우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

다. 세목 중에서 건물분에만 부과되는 국세의 부가가치

세, 지방세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 과세표준 

산정 시에도 배분비율은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순수 토지 실거

래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에 신

고되는 실거래 가격을 활용한 정책 및 제도의 도입이 활발

해 지고 있다(김소연·김영호, 2013; 김감영, 2017). 매년 

200만 건 이상의 실거래 가격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순

수 토지 매매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모든 유형의 토지 가격

을 산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고 개발

이 이루어진 도시지역은 나지 매매 사례가 매우 적다. 이

때, 토지·건물가격 배분비율을 활용하여 주택 실거래 자

료에서 배분비율을 적용한다면 부족한 순수 토지 실거래 

사례를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토지·건물가격 배분비율은 행정 필요와 토지 

실거래 사례 보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밀

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

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어 현재는 임의로 절

반의 비율로 나누거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처리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가격은 일체로 

산정한 공시가격이 존재하며,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존재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해 왔으

나(권영선, 2015),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불균형성이 지속

적으로 지적되어(김옥연, 2006; 심재복, 2007; 임재만 등, 

2015) 공시가격으로 배분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비

판이 있을 수 있다. 지적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불균형성

을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감정평가액 대

비 수평적·수직적 불균형성이 크고, 실거래가액 대비 높

은 수평적·수직적 불균형성, 단위면적당 공시지가와의 

괴리 등이 지적되었다. 이때, 공시가격의 수직적 균형이

란 공시가격 산정 시 일반주택, 고급주택과 같이 가격이 

격차가 매우 크고 가액이 상이하더라도 기준가격(시장가

격, 감정평가액, 또는 실거래가액 등)과 대비하여서 일률

적인 비율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동일한 과세표준 수

준을 확보한 상태를 말하며, 수평적 균형이란 위치나 특성

은 상이하지만 동일한 시장가치를 지니고 있는 단독주택

에 대하여 시장가격 대비 동일한 비율로 평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수평적 불균형은 예를 들어, 동일한 시장가치

를 가진 주택이 지역에 따라 상이한 공시가격을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수직적·수평적 불균형이 발생하

는 주요한 원인으로 단독주택의 특성이 다양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격형성 구조를 분석하기가 난해한 점을 들 수 있

다(채미옥 등, 2016).

본 연구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토지·건

물 배분비율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활용성

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실거래가 기반 토

지·건물 가격 배분 모형을 선정한다. 선정된 모형에 투입

될 단가 추정을 위해 단독주택 실거래 매매 자료를 분석하

여 토지와 건물 가치 비중과 건물의 단가를 산출한다. 모

형에서 산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단독주택 가격의 토지·

건물 배분비율표와 건물단가표를 건물용도별, 지역별, 건

물구조별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상관관계의 변화 특성을 

탐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현행 토지·건물 배분방식

국내 적용되는 토지·건물 배분방식은 크게 감정평가

협회 지침에 의한 방법, 관계 법령에 근거한 방법, 감정평

가 이론에 근거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감정평

가협회의 지침(한국감정평가협회, 1993)은 감정평가사 

델파이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무에 적용할 때

는 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산정된 비준가격에 지침

의 배분비율을 적용한다(표 1).

두 번째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건물 배분방식은 부

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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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실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 등(건물 또는 구조물)

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근거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계

산한다. 우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

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나누지만, 만일 토지와 건

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감정

평가액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비율을 나누지만 감정평

가액이 없는 경우는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준다. 이때, 취득가액이란 매입가격에서 취·등록

세 및 부대비용, 수선비를 포함한 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대상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비를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만일 기준시가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비례

하여 나누어 준다. 요컨대, 실거래가나 공시가격이 있으

면 이를 활용하고, 없는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그마저 없

으면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활용하고 배분비율도 그

에 따라 산출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첫 번째 방법은 일정한 배분비율을 동일

한 유형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지역별 토지가격 수

준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건물가격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토지가격 산정에 오류를 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수준의 인접한 토지에 건설된 

주택이 건설비에 큰 격차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한 

배분비율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토지가격에 차이

가 있는 것처럼 산출될 여지가 크다. 두 번째 방법은 기준

시가 산출방식의 적절성에 크게 좌우되는데, 대표적인 건

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행정안전부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기준 73만원/m2)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

한다. 여기서 위치별 지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급간으로 나

누어 지수로 치환한 것으로 결국 건물이 위치한 토지가격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건물의 기준시가 산출에 토

지가격이 사용되는 점이 적절한 지는 의문이다. 또한 토지

에 대한 기준시가는 대부분 공시지가를 사용하는데 결국 

공시지가가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중복되어 사

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식이 가진 단순화 및 

경험적 자료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건물과 토지 가

격의 이론적 구조적 형성과정에 주목하여 토지·건물 배

분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한 방법은 다양한 요인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분비율 결정 방식을 정한다

(Hendriks, 2005). 우선 배분비율을 구하고자하는 복합부

동산의 특성에 따라 건물에 비중을 둘 것인지, 토지에 비

중을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가용한 가격자료와 부가 

자료가 어떤 부동산에 비중을 두고 산정 또는 평가하였는

지, 신뢰도가 높은지, 시세가격과의 차이가 많은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감정가격 평가의 세 가지 방

식 즉, 원가법, 비교사례법, 수익환원법 중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가격자료로 공시가격 

자료나 감정평가 자료가 아닌 실거래 자료를 활용하는 방

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시장에서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

의 시장가격을 구하기 어렵고, 설령 토지와 건물을 개별적

으로 가격을 산정하여도 그 합이 일괄가격과 상이하기 때

문에 실거래 자료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추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배분비율 결정방식은 효용증가분을 무슨 부동산에 귀

속하느냐에 따라 건물공제방식, 토지공제방식, 비율배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권영선, 2015). 우선, 공제방식은 

저자에 따라 차감방식, 잔여법 등으로 달리 명명하고 있으

나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복합부동산의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신뢰성 있는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때, 거래가격에서 이를 공제(차감)하여 다른 잔여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다만 감정평가이론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잔여법은 잔여환원법을 줄인 용어로 

부동산 가치평가 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다(이성원·주용범, 2007). 구체적으로, 

수익환원법은 순영업소득을 토지소득과 건물소득으로 

나누고, 토지소득에 토지환원율을 적용하여 토지가치를, 

표 1. 한국감정평가협회 지침상 토지･건물 배분비

구   분 토  지 건  물

5층 이내 APT 0.5 0.5

6층~10층 APT 0.4 0.6

11층 이상 APT 0.3 0.7

재건축 예정 APT 0.6 0.4

연립주택 0.5 0.5

재건축 예정 연립주택 0.6 0.4

상가 0.3~0.2 0.7~0.8

다세대주택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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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득에 건물환원율을 적용하여 건물가치를 산정하

는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 순영업소득 중 토지 또

는 건물소득만 산정 가능한 경우에 나머지 소득분을 잔여

소득이라고 하고 해당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동

산의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잔여환원법이라고 한다.

우선 기본적인 원칙을 살펴보면 효용증가분 모두를 토

지에 귀속하는 방법인 건물공제방식은 주택가격에서 건

물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액을 결정하는데 건물은 독립

적인 효용을 가질 수 없고 토지의 개량물에 불과하다는 전

제를 깔고 있다(이성원·주용범, 2007). 따라서 건물의 원

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부

분을 제하여 건물가격을 구하고, 일체로 산정된 주택가격

과 계산한 건물가격의 차액을 토지의 가치로 배분하게 된

다. 한편 토지공제방식은 주택가격에서 토지가액을 차감

하여 건물가액을 결정하며, 효용증가분 전체는 건물분으

로 귀속된다. 비율배분방식은 토지와 건물 가격비율을 추

정하여 각 비율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적용하든 동일한 비

율로 배분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거래 관행과의 괴

리와 건물가격 산정방식과 기준의 문제로 인해 상이하게 

배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채미옥 등, 2016). 

2.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실무에 참

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고, 단독주택가격 산정방

식 개선안 제시를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격형성 요인을 

검토하면서 토지·건물 배분비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김태훈 등(2004)은 주거용 집합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

액을 배분하였는데, 감정평가 누적자료를 분석하여 토

지·건물 배분법을 적용하여 지역별(서울, 대도시, 중소

도시)·주거유형별·층별·경과연수별 배분비율을 제시

하였다. 이성원·주용범(2007)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오피스 빌딩, 매장용 빌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토지공

제방식으로 배분비율을 제시하였는데, 비주거용 집합부

동산의 경우 토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물가치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감정평가이

론에서 사용하는 잔여환원법을 오피스와 매장용 빌딩에 

대한 임대료 및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임대수익을 기

반으로 전체합산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각 층별효용비율

을 적용하여(김종근·주승민, 2016) 층별 가치를 배분한 

다음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의 층별 가격에서 각 층의 대지

지분 가격을 뺀 나머지를 건물가격으로 구하여 토지·건

물 배분비율을 산출하였다.

주용범·이성원(2009)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표준주

택 가격과 건물가격 및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효용가치 증

감분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체가격과 구분합산 가

격을 비교하여 효용가치 증감분을 구한 후 효용가치 증감

분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해당 요

인을 변수로 하여 효용가치 증감분 배분유형을 선정한 다

음, 유형별로 배분율을 구하였다. 이는 효용가치 증감분

을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별공시지

가를 현실화율 적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토지가

액이 과소 추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배분 비율표는 건

물 구조특성이나 용도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한국감정원(2014)과 권영선(2015)의 연구에서는 토

지단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단가는 감가상각을 고려

한 건물원가로 산정하고, 증감된 효용가치 배분은 실거래

가를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및 감가상각을 반영한 건물원

가 배분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효용가치의 비

중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비율과 동일하게 배분하였

다. 그리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다양한 

층화유형(지역별, 용도지역, 건물 주용도, 구조, 경과년수, 

용적률)에 대한 배분비율을 산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기존연

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체

가격 자료는 감정평가액이나 수익관련 자료로 환원한 가

액이거나 표준주택 평가액인데 이는 전체 단독주택을 대

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 한 표본의 가격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감정평가액 자료는 통계적 표본추

출 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

고 보기에 어렵다. 표본이 아닌 전수 자료를 활용한 권영

선(2015)의 연구에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자료가 사용되

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불균형성

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김옥연, 2006; 심재복, 2007; 임재

만 등, 2015) 공시가격으로 배분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채미옥 등(2016)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산정방식 개선연구 과정에서 표준주택가격 토지·

건물 가액 배분 시, 기존의 건물공제방식에서 토지공제방

식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 역설하였다. 그 이유는 건부지 

평가 이론에서 제시한다. 현행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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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정하여 최유효 이용 이론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는 데 

비해, 건부지는 최유효 이용 즉, 그 토지에서 가장 비싼 용

도로 이용될 수 있는 건물 용도와 밀도 등으로 지어진 상태

를 가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하면 전자가 가격이 

높기 마련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가치는 감

가되므로 나지 상정 토지가격과 건부지의 토지분 가액은 

차이가 나게 된다. 나아가 건물이 노후하여 건물가치가 없

어지게 되면 주택전체가치에서 토지가치만 남거나, 건물

가치는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면 음의 가치를 가

치게 된다. 이런 철거비는 현행 주택가격 산정에서 토지분

에 차액으로 산입하는데 이를 건부감가라 하며 우리나라

와 일본에서 평가 시 적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 개념

을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은 기여가치로 평가한다. 건부지

는 나지상정 가치로 평가하고, 지상의 건물은 현재의 시장

가치를 형성하는데 건물이 기여한 가치로 평가하도록 한

다(Appraisal Institute, 2007). 따라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 건부감가를 토지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이론 상 

문제가 있고, 현행 주택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토

지가격은 실거래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정합성이 높은 

공시가격으로 통일하고, 건물가격은 재조달원가에 유사 

건물군별 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는 표본에 기반한다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공시가격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

기 위해 본 연구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토

지·건물 배분비율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기존 연구 대상 연구방법 자료 개선할 점

김태훈 등

(2004)
공동주택

감정평가액, 건축물 신축단가표를 

활용한 토지·건물 배분법

감정평가 누적 자료 분석

공시지가

건물신축단가

일체가격으로 감정평가액 사용 

위해 표본사용

이성원·

주용범

(2007)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수익환원법에 의한 일체가격 산정 

및 층별가액 배분 후 층별 대지지

분을 빼는 토지차감법으로 층별 

건물가액 산출

오피스 및 매장용 빌딩 임대료 등 수익

관련 자료, 기준시가, 권역별 층별효용

비율표, 

건물 재조달원가, 건물전체 대지지분가액

표본사용 (오피스 500동, 매장

용 1,000동, 오피스텔 3,000여동)

단독주택 일체가격산정에 수

익환원법은 부적절

주용범·

이성원

(2009)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표준주택공시가격 자료에서 건물

분과 토지분의 구분가격과 일체가

격의 격차를 통해 효용가치증감분

을 산정. 효용증감분 형성에 영향

을 미친 요인을 회귀모형으로 구

성한 후 모형으로 토지와 건물가

격을 재산정

표준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건물

가격

표본(표준주택)사용

건물가격은 신축단가표에 따

른 재조달원가에 잔존가치율 

적용한 가액으로 지역별 격차 

고려하지 않음

회귀모형에서 효용증가한 경

우와 감소한 경우를 평균하여 

효용 귀속 부동산 특정하지 못함

권영선

(2015)
단독주택

토지잔여법과 비율배분법을 비교

함. 공히 일체산정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건물가격은 재조달원가

에 감가상각한 가격 적용함

토지잔여법: 일체산정가에서 건물

가액 공제 

비율배분법: 토지 및 건물 합산금

액과 일체산정가액 비교하여 배

분.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건물 

신축단가표

일체산정가격은 개별주택공시

가격 보다 실거래 가격 사용 필요



김종근

- 62 -

III.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1. 연구자료

실거래가 기반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을 위해 사용

된 자료는 2016년 기준 전국 단독주택(표준주택 및 개별주

택) 약 420만 건의 공시가격 및 주택 특성정보, 전국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특성 정보(국가공간정보포털), 전국 건

축물대장 자료(건축행정시스템), 계약일 기준 201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신고된 단독주택 매매 실거래 자료 약 10만 

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그리고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산출되는, 실거래가 기반으로 산정된 전국 토지의 가격 자

료이다. 건물의 가격은 신고된 실거래가에서 앞의 방식으

로 산정한 토지가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에 포함된 오류 및 불부합 정보, 이상치 등을 

제거하고 공통키 값으로 필지고유번호를 기초로 실거래 

가격, 토지 및 건물 특성, 토지가격 정보를 통합하였다. 다

양한 유형의 오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자료는 제거하였

는데 예를 들어, 이례적으로 높거나 낮은 거래, 공동주택 

부지와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특수주택, 입력오류 자료(건물구조, 사용승

인일자, 실거래 접수일 등), 지분거래, 중복신고 자료 등을 

제외하여 실제 최종 분석에 활용된 단독주택 실거래 통합

자료는 약 3만8천여 건이다.

단독주택 실거래가는 일체가격이기 때문에 신고된 실

거래가에서 토지와 건물가격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 해

당 주택의 토지단가와 건물단가를 산출한다. 이때, 토지

단가는 실거래가 기반의 정합성이 높은 산정방식의 결과

를 활용하였다. 이 산정방식은 우선 유사한 토지 특성 및 

가격을 가진 지역을 유사가격권으로 분류한 뒤, 동일 유사

가격권 내의 실거래와 평가선례 사례를 추출한 후 세 가지 

방식으로 토지가격을 산출하는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의 차이와 시점을 보정하거나, 실거래 사례와 산정대상 토

지의 특성을 비준하여 시산한 후 현실화율과 시점을 보정

하기도 하고,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율과 시점보

정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산정된 세 가지 토

지가격과 상·하위 값을 제외한 두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포함해 총 네 가지 토지가격을 구한 후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산술평균 값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연구 중 건물 기여가치 이론

에 입각하여 부동산의 시장가치와 토지의 최유효 이용가

치가 결정되면 건물가치는 토지를 개량하여 복합부동산

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기여분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따

라서 단독주택 실거래가에서 실거래 기반으로 산정된 토

지가격을 차감한 것이 바로 건물가격이다. 토지가격에서 

토지면적을 나누어 토지단가를 그리고 산정된 건물가격

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누어 건물단가를 산정하였다. 이렇

게 산정된 가격 및 배분비율 자료는 실무에 보다 활용성 있

는 보조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분석을 진

행하였다.

건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및 경제가치가 변

화하며 이는 시장가치 즉 실거래 자료에 반영된다. 산정된 

건물단가와 경과연수를 활용하여 건물의 경과연수 증가

에 따른 건물단가와 배분비율이 변동하는 특성을 탐색하

였다. 이를 위해 건물 용도와 건물 구조, 지역특성, 건축품

질에 따라 매매사례를 층화하고 경과연수에 따른 시장가

치 및 배분비율의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최종 결과물인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와 건물단가표는 

건물용도별·지역별·구조별·경과연수별로 생성하였

는데, 건물용도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고,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건물구조는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RC, 

RS조), 시멘트 블록조로, 경과연수 그룹은 신축 후 5년 이

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그리고 30년 이상으

로 나누었다. 여기서 사용된 구분방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둔다. 배분비율표와 건물단가

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실거래 자료에 기반하기 

때문에 건물가격 산정 방식, 층화방식, 경과연수 구분 등

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갱신해야 할 것이다.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 결과 전국 단독주택가격에서 건물분의 가격비율

은 평균 약 37%이며, 건물의 단가는 평균 약 70만원/㎡ 이

다(표 3). 건물가격비 값이 건물단가 보다 고르게 분포하

고 있는데(그림 2), 이는 건부지의 가격 분포가 건물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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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더 나아

가 건물단가의 분포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므로 단독주

택 건물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단가의 상한이 있음을 의미

하고, 따라서 토지에 비해 최유효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층화별 평균 건물가격비와 건물단가를 살펴보면(표 4), 

주용도가 거주인 단독주택이 임대수익을 고려하는 다가

주택보다 건물단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도시

의  건물단가가 중소도시나 군지역보다 높지만, 건물가격

비는 가장 낮아서 대도시의 높은 토지가격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단독주택 건물구조인 연와조와 

시멘트벽돌조는 신축 후 경과연수가 오래된 건물인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건물가격비가 낮은 편이고, 최근 전원주택

을 중심으로 건축하는 RC조 주택은 건물단가가 높고 상대

적으로 경과연수가 낮아 높은 건물가격비를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경과연수에 따른 건물가격비 및 건물단가의 

변화 탐색

경과연수별 평균 건물단가와 건물가격비를 실거래 

사례 수와 함께 나타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 건물가격비 및 건물단가 기초통계값

변수 평균 최댓값 최솟값 중위수 표준편차

건물가격비 0.367 0.999780 0.0000655 0.332426 0.22180735

건물단가(원/m2) 703,446 2,999,167 52.3 571,774 544,856

a) 건물가격비 b) 건물단가

그림 1. 건물가격비 및 건물단가 분포

표 4. 층화별 평균 건물단가 및 건물가격비

층화 구분 거래사례수 거래비율 건물가격비 건물단가(원/m2)

건물

용도

단독 23,172 62% 0.37 719,707

다가구 14,280 38% 0.35 706,707

지역

구분

대도시 17,614 47% 0.27 727,368

중소도시 14,926 40% 0.41 714,728

군지역 4,912 13% 0.57 669,571

건물

구조

연와조 12,522 33% 0.27 684,237

시멘트벽돌조 8,220 22% 0.34 594,941

철근콘크리트조(RC조,RS조) 6,003 16% 0.54 926,239

시멘트블럭조 4,462 12% 0.31 63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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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축한 이후 시간이 갈수록 건물의 가치가 떨어

지므로 건물가격비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

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경과연수가 35년이 지나면 달라진

다. 건물단가가 높아지면서 건물가격비는 유지되는 패턴

을 보이고 있어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

다. 즉, 3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은 건물가치는 없지만 재개

발·재건축 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

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과연수가 오래되면 건물가는 0에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실거래가에 기반

하였으나 토지가격 산정에 공시지가도 매우 상관성이 높

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래량을 보면 25년~30년 경과한 주택의 매매가 가장 

많고, 35년~40년 경과한 주택이 그 다음을 따르고 있으며, 

신축 주택이나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은 매매가 적은 편이

다. 이는 신축건물의 경우 3년 이내 거래하면 양도세 등의 

규제로 인해 경매 등에 의한 예외적 거래 이외에는 매우 제

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림 3과 같이 경과연수에 따라 층화별로 건물가격비와 

건물단가를 살펴봄으로써 건물과 토지 가격의 특성을 탐

색하는 것은 공시가격 산정 실무에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

하며, 기준시가 산정 및 시가표준액 산정을 통한 과표산정 

업무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와 건물단가표

다음 표 5는 대도시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작성된 층

화별 건물단가와 건물가격 비율표의 일부이다. 건물단가 

평균값은 실거래 사례의 평균값이므로 특정 가격수준의 

물건 거래의 존재 유무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값을 산출하기 위해 경과연수별 실거

래 가격의 추세를 나타내는 산정식을 만들어 별도의  추정 

건물단가를 산출하였다. 시멘트블럭조는 주로 농촌지역

에 많은 건물구조이고, 대도시에서 거래된 사례가 부족하

여 추정단가 산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 경과연수별 평균건물단가와 건물가격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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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a. 단독주택 평균건물단가와 건물가격비 분포

그림 3-b. 다가구주택 평균건물단가 및 건물가격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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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c. 대도시 평균건물단가 및 건물가격비 분포

그림 3-d. 중소도시 평균건물단가 및 건물가격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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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e. 군지역 평균건물단가 및 건물가격비

표 5. 층화별 경과연수별 건물단가 및 건물배분비율(대도시, 단독주택)

건물구조 경과연수
실거래 기반 건물단가 (원/m2)

배분비율
평균단가 추정단가

연와조

00-05 1,193,879 937,151 0.59

05-10 1,047,152 794,604 0.38

10-20 846,790 622,500 0.35

20-30 672,172 447,530 0.22

30이상 830,377 321,740 0.19

시멘트벽돌조

00-05 1,001,635 807,475 0.37

05-10 874,848 709,040 0.33

10-20 651,188 584,656 0.33

20-30 520,693 450,800 0.31

30이상 670,999 347,590 0.27

철근콘크리트조

00-05 1,521,291 1,793,701 0.55

05-10 1,162,686 1,355,650 0.44

10-20 1,062,181 899,469 0.38

20-30 524,621 513,785 0.32

30이상 712,223 293,479 0.27

시멘트블럭조

00-05 608,797 - 0.43

05-10 1,514,196 - 0.44

10-20 659,279 - 0.29

20-30 546,332 - 0.32

30이상 747,787 -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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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토지·건

물 배분비율을 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의 활용성

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토지·건물 배분

비율에 관한 현행 적용방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가격 배분 모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형은 단독주택 

실거래 가격에서 토지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모형에 

투입될 단가 추정을 위해 단독주택 실거래 매매 자료를 분

석하여 토지와 건물 가치 비중과 건물의 단가를 산출하였

다. 이때 토지가격은 실거래가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종

합하여 산정한 가격이고, 건물가격은 단독주택 매매가에

서 토지가격을 차감한 값이다. 모형에서 산출된 결과를 기

반으로 단독주택가격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와 건물

단가표를 건물용도별, 지역별, 건물구조별로 세분하여 작

성하고 상관관계의 변화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배

분비율 자료는 기존에는 얻지 못하는 건물과 토지 가격의 

특성에 관한 추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보조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토지·건물 배분

비율을 산정한 점과, 비율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 시장가격

에서 실거래가 기반의 토지가격을 차감하는 토지공제방

식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인 배분비율 산정 방식과 산정결과는 종전의 행정 

필요에 사용될 때, 과세표준 현실화율 제고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보다 효용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앞으로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는 등 지역 구분 방식을 다

양화하여 지역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실무

적으로는 토지건물 배분비율을 토지 실거래 사례 보완에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배

분비율은 본질적으로 경험적 자료에서 산정된 다른 형태

의 경험적 자료이므로, 규범적 활용 또는 예측이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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