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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problems of the current real estate holding taxes in terms of specific
methods for tax burden calculation, and suggests remedies to them. The findings show that, regarding
calculation method, household members’ ratios of shares in shared housing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to separate taxes, and that excessive or incomplete deduction should b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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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dopted in prescribing the tax burden ceiling. These problems will have to be remedied by
making rational amendments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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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1) 고액의 부동

Ⅱ.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1. 관련 법령

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제9조 제

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1항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이하 “주택분 종부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는 과세표준에 <표 1>의 과세표준 구간별 초과누

있다(종부세법 제1조). 종부세는 도입 초기부터

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이하 “주

기존의 재산세와 그 과세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것
과 함께 부과되는 세액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상당한 조세저항이 발생했던 세목이다. 종부세의
과세대상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인
데,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주택분 종부세라고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시행 이후 수회의 개정과 합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세방식의 합리성이 상
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산세와
연계한 전체적인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

택분 종부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조 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
액(이하 “주택분 재산세액”)은2) 주택분 종부세액
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주택분
종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액의 공
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간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 규정하였다.
동조 제5항은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
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부세

의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시적 측면의 문

액은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

제점을 다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

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주택 보유와 관련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해당
하는 보유세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면서 이들 공제
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미시적 세액계산방식

구체적으로, 동조 제6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의 측면에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 ․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3) <표 2>에

1) 본 연구에서 분석한 현행 및 연혁 조세법령은 삼일인포마인(2019)에서 확인하였다. 또한,“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로 약칭하
고, 이후에도 법령을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된 모든 단어에서는 해당 표현을 “종부세”로 약칭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3)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동조 제7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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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초과누진세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소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는 제외)

3주택 이상 소유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6,000만 원 이하

0.10

3억 원 이하

0.5

0.6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0.1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0.7

0.9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5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0

1.3

3억 원 초과

0.40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4

1.8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2.0

2.5

94억 원 초과

2.7

3.2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종부세법 제10조는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해

하였다. 또한, 동조 제7항은 1세대 1주택자로서

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과 주택분 종부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주택

의 공제액은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

분 총세액상당액”)으로서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된 세액에 <표 3>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총세액상당
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표 2>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공제율

세액의 150%(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

공제율(%)

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는 각각 300% 및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만 70세 이상

30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연령

규정하였다.
<표 3>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종부세법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해서 동법시행

공제율(%)

령 제4조의2 제1항은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5년 이상 10년 미만

20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동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표 4>의 계산식에 따라 계

15년 이상

50

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4) 동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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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주택분 재산세액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①÷②)
①={(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6억원)×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②=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은 동조 제1항을 적용할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

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5)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10조에

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8) 합계액을 말하는

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총세액상당

데, 여기서 “재산세액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과

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

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

을9)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고

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과세표준합산주택”)

(동조 제2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에 대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과6)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

연도의 법을10)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1)”을 의미

계액을 말한다고 해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하되 이 경우 법 제9조 제3항 중 “세액”을12) “세

을 규정하였다.

액”으로13)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동조 제2

7)

이와 함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제1항과

항 제2호)고 규정했다.

구분해서 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

추가적으로, 동조 제3항은 주택의 신축 ․ 증축

분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5)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은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6)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7)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8)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9) 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
10) 법 제10조는 제외한다.
1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
13)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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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대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하여 이중과세의 조정 여부가 입법자의 재량이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고, 이를 조정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방식과 수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준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이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고, 동조 제4

위헌으로 볼 수 없고,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를 바

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

오문성(2016)이 주택분 종부세액 및 재산세액

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

계산과 관련해서 입법자의 재량을 바탕으로 포괄

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적인 측면에서 현행 세액계산구조의 타당성을 주

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장한 반면 본 연구는 세부적인 세액계산방식을 구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으며, 동조 제5항은 해당 연

체적 분석을 통해 논의한 측면에서 차별점이 있다

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

고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

Ⅲ. 주택분 보유세 과세제도의 세액계산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였다.

앞선 장에서 기술한 주택분 보유세 과세제도

2. 선행연구

관련 법령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해서 과세표준합
주택분 종부세액 및 재산세액 계산의 구체적

산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을 수

방식과 관해 분석한 선행연구는 오문성(2016)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수식들

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오문성

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보유 관행에 따라 세대원

(2016)은 개정 전 종부세법의 종합부동산세와 재

간에 주택을 공유할 경우 지분비율( )에 따른 개

산세의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

인별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하였다.

14) 구체적으로, 오문성(2016)은 대법원 판례의 대상 처분은 2008.12.26.자 개정(법률 제9273호) 전의 종부세 과세표준인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공정시장가액비율(80%)”로 변경된 반면 법원이
개정 전 과세표준을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연도별 조정비율(80%)”으로 오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
하였다.또한,오문성(2016)은 연도별 조정비율이 초기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임시적 항목이면서 인상되는 추세
였던 것과 별개로 개정 전 과세표준을 이중과세 조정대상으로 규정했으므로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시가액
‒ 일정금액)이 되었고, 이후 2008년에 종부세의 위헌 논의가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세금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이기 위해 종전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정했고, 이와 같은 종부세 과세표준의 축소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대상 금액도 축소하기 위해 동(同)조정대상 금액의 계산에서도 80%를 곱하는 방식으로 추가적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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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α)

= [{(시가표준액×)‒6억 원}×

= (과세표준×세율(0.1% - 0.4%))×지분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85%)×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공정시장가액비율(60%)]×세율(0.4%)

세율(0.1%-0.4%)}×지분비율()
(식 1)
(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표 1>과 같
이 0.4%이고, 당해연도 재산세액은 전년도 (α×150%)의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액
=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재산세액공제액)}
‒ {전년도 (α+β)×150%} (≧0)
(식 4)

상한 적용)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β)

(단, “150%”의 세부담 상한 비율 대신 3주택 이상 소유의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공제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공제액‒기타 세액공제액
= (과세표준×세율(0.5%-2.7%)) ‒
재산세액 공제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공제액
‒ 기타 세액공제액

경우에는 “300%”의 비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소유의 경우에는 “200%”의 비율을 적용함.)

이상과 같이 제시한 주택분 재산세액 및 종부
세액 계산과 관련해서는 먼저 세대원 간에 주택을
공유할 경우 개인별 지분비율( )의 취급이 재산

= [{(시가표준액×) ‒ 6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85%)]×

세액(α),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β) 및 재산세액

세율(0.1%-0.4%) ‒ 재산세액 공제액 …

공제액의 개별 항목(ⓐ 및 ⓑ)에서 서로 다른 문제

(식 2)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재산세액(α)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세액의 개인별 배분 단계에서 지분비율

(단, “기타 세액공제액”은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이고,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마지막

(  )을 적용하는 반면 나머지의 경우들에서는 초

수식에서 “6억 원” 대신 “9억 원”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과누진세율(ⓑ의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소유 또는 조종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의 경우에는

전의 과세표준의 배분 단계에서 이를 적용하기 때

0.5%-2.7% 대신 0.6%-3.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
며, “재산세액 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액”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액(α)의 계산에서도 지분

은 아래와 같음.)

비율( )을 세액 대신 과세표준의 개인별 배분 단

재산세액 공제액
= 재산세 부과액×(ⓑ÷ⓐ)

(식 3)

ⓐ: 전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0.1%-0.4%))
ⓑ: 6억 원 초과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

40 https://doi.org/10.30902/jrea.2019.5.1.35

문에 논리적 비일관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에 적용하는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대물과세인
재산세와 다르게 대인과세인 종합부동산의 특성
을 고려해서 현행 과세제도에서 지분비율( )의
적용단계를 다르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Byung Wook Jun

것이다. 그러나, 대인과세와 대물과세의 강학상

대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종합부동산세 결정세

구분과 무관하게 최종적인 납세의무의 귀착이 물

액(β)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감면 ․ 공제를 적용하

건이 아닌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종부세법에서도

는 합리적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기 위한 전

다음으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조정을

제조건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

위한 “재산세액 공제액” 계산에서 6억 원 초과분

15)

할 것을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동일한 과세물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에 대한 단계별 보유과세에서 지분비율( )의 적

를 가정하고 계산하는 분자(ⓑ)에서 재산세 공정

용단계를 다르게 규정할 논리적 근거는 부족한 것

시장가액비율(60%)을 추가적으로 곱한 것은 논

이다. 현행 과세제도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

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준의 개인별 배분단계에서 지분비율( )을 적용하

즉, 해당 식의 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는 것은 단독보유가 아닌 공유의 경우에 종부세

에 대해 재산세의 세율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상황

부담을 상대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로

을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 공정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지분

장가액비율(85%)의 적용을 통해 이미 동(同)세율

비율( )의 적용단계를 주택분 재산세와 동일하게

이 적용되는 가상적인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조

규정하면서 공유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결정

정이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 다시 재

세액(β)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감면 ․ 공제를 적용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재산세

하는 합리적 개편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액 공제액이 작아지고,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완

다음으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합

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세 결정세액(β) 계산에서 6억 원 대신 9억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액 공제액”의

원을 차감해서 결과적으로 공시가액 9억 원 초과

계산식의 분자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분의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반면 재

삭제하는 합리적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재산세액 공제

마지막으로, 급격한 보유세 부담의 증가를 방

액” 계산에서는 분자(ⓑ)를 6억 원 초과분으로 계

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β) 계산에서

산해서 사실상 이중공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확

차감하는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액”에서 당

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1세대 1주택에

해연도의 “기타 세액공제액”(고령자세액공제액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지만, 논리적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액)을 반영하지 않는 반면

비일관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액 공

비교대상인 전년도의 보유세 부담에서는 “기타

제액”에서는 9억 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하되, 1세

세액공제액”까지 반영하는 논리적 비일관성의 문

1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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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을 통해

ORCID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액”이 크게 계산되어
서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는

전병욱 https://orcid.org/0000-0003-2722-8657

기대할 수 있지만 비교대상인 보유세 부담액의 연
도별 비일관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당해연도의 “기타 세액공제액”까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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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현행 주택 보유세 과세제도와 관련

논 문 접 수 일 : 2019년 3월 20일

해서 미시적인 세액계산방식 측면의 문제점을 분

심사(수정)일 : 2019년 4월 23일

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편화된

게 재 확 정 일 : 2019년 4월 29일

세대원 간의 주택 공유와 관련해서 개인별 지분비
율의 취급이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한 재산세액 공제액에서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재산세액 공제액의 계산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인 6억 원 대신 9억 원을 차감해서 이중
공제가 적용되는 문제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공
정시장가액비율 외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제도에서 보유세 부
담액의 연도별 비일관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들 문제점들은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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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행 주택 보유세 과세제도와 관련해서 미시적인 세액계산방식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편화 된 세대원 간의 주택 공유와 관련해서 개인별 지분비율의 취급이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재산세액 공제액에서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재산세액 공제액의 계산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인 6억 원 대신 9억 원을 차감해서 이중공제가 적용되는 문제점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외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의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제도에서 보유세 부담액의 연도별 비일
관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 문제점들은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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