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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lan to get the Clarity of Real Estate Business 

            Sang-Do, Lee

                                  Advisor : Prof. Yun-Jongrok. Ph.D.

                         Department of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As a tax to curb property speculation, capital gain tax is to 

enlarge and reorganize control tax upon it so as to enlarge and 

apply not only for lands and buildings, but real property rights and 

other assets.    

  

  In addition, capital gain tax which is an object of taxation for 

income occurring by transferring law-appointed assets is to be 

introduced for an objective to control property speculation rather 

than a taxation of income tax. Therefore, as for unregistered assets, 

a variety of deductions are excluded and heavy taxation is imposed 

at the rate of 65 percents. And the proportional tax of 40 percents 

is imposed on in-and-out profit.     



  In this way, the origin of capital gain tax which is to fulfill the 

security of internal revenue and property holdback functions has a 

lot of natural problems over tax laws, making amendments 

repeatedly; however, there is no doubt of the fact that it has made 

lots of contribution much more thanany other tax law in functional 

aspects of real estate specul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o grop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desirable capital gain tax making it possible to carry out nonfinancial 

and financial functions effectively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problems prescribed in capital gain tax.   So, on the basis of 

focusing on the transparency of the property's real trade price, this 

study utilizing acreage study, that is, a copy of land registered book 

and a copy of building registered book is centered to improve some 

systems ,which bring about a loss of transference possibly 

happening to second sellers when first sellers register a real trade 

price in false, by registering the price of land and buildings in a 

copy of land register book and a copy of building register book as a 

way of resolving  the problem occurring on making double contracts. 

Furthermore, this study points out a few problems that current 

capital gain tax has been imposed not on the standard of the price 

of real trade but on the standard of the price of individual declared 

value. So I hope that this study would be helpful for better tax 

policies through the transparency of property's t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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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근대법이 창안한 물권에 대한 법기술적 제도이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

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거래에 관계있는 제3자의 이해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이라

고 한다. 이러한 물권의 공시제도의 필요성은 이른바 물권의 대세적․배타적 성격에 

의하여 물권자가 권리발생에 관여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그 우선적 효

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에 대하여 그 물권의 존재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야 하고, 거기에 있을지도 모를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가 물권자로서 더 용이할 

것이며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 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물

권의 선의취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 공시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는 점에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 옛날부터 사용된 공시방법은 부동산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

유이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다양화되고 경제거래가 복잡화되면서 점유라는 공시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정확히 공시하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

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성질상 점유의 공시방법

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의 등기제도는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바탕으로 역사적․민족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고대 게르만 

시대에는 무주물 선점이 가장 중요한 소유권 취득 방식이었다. 즉 주인 없는 토지

나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도 선점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전쟁에 의한 토지의 점령

이나 재산의 약탈, 적국민의 노예화 등 모두가 적법한 소유권 취득 방식이었다. 또

한 사법상의 무주물 선점이란 말이 무력에 의한 적국의 정복이나 점령이나 점령이

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힘에 의한 재산 점유가 가장 원시적인 소

유권 취득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게르만 시대에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게르만 이주

민집단에 의한 무주지의 점거로 시작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점거한 씨족이나 부족

단체에 귀속되었다. 이는 정복지에도 적용되어 토지소유권이 정복 집단에 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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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원은 점거한 산림을 개간함으로써 독점적 용익권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무

주물 선점 시대에는 누구든지 일정한 지역에 현실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설정함으로

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점유취득의 방법은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또는 무기를 사

용하든 실력으로 목적물을 점유해야 했다. 따라서 목적 토지의 점유가 소유권 취득

의 방법이었으므로 사실상의 지배권의 행사인 게베레가 물권의 존재를 나타내는 유

일한 표식이 되었고 점유가 곧 소유관계로 표백되었다. 당시 모든 집단 성원은 점

거지를 자유로이 개간 ․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권리는 집단의 토지지배권에서 

유출된 것에 불과하며, 성원이 사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시원기 

이래 토지는 집단총체에 귀속된 공동의 자산이라는 고유개념이 지배했다. 게르만 

시대에는 정착 집단이 점거한 토지주변을 순회하고 그 경계지 위에 불을 피워 놓음

으로써 합법적인 토지 선점을 상징적으로 공시했고, 이 방식이 그 후 부동산 양수

의 공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동산물권에 있어서 점유와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은 흔히 독일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간주된다. 우선 민법상으

로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표현하는 수단으로 공시라는 것이 크

게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공시가 

이루어져 부동산은 국가기관(등기부 등본)에 등기함으로써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

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양도세제

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우리나라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II. II. II. II.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현행법상의 현행법상의 현행법상의 등기제도등기제도등기제도등기제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 부

동산이 한 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

위적으로 금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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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 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 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된다. 건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부가 있다. 건물

이 한 개냐 두개냐 하는 것은 일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데 요즈음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이 많이 생겨서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

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는 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일까?

  부동산(토지․건물)등기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맡겨 두는 것이 부동산 

등기의 원칙이다. 하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등기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이다. 즉, 등기를 하면 법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순위확정력, 가등기의 경우 순위보전의 효력 등 

여러 가지 법적인 효력이 생기게 된다. 공시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공시된 등기를 

믿고 거래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록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 등기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힘을 공신력이라 하며 이러한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

을 위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에는, 민법 제 249조 규정에 따

라 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부동산에 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선의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뢰보호 내지 거래보호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등기부의 등기표

시가 불완전하여 진실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제도의 부실, 등기필증 멸실

의 경우에 보증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허용 등에 의하여, 등기와 진실한 거래관계가 

불일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하여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행하여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과거 일제치하 당시 일본에 의하여 처음 토지정리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 

마저도 6․25전쟁 당시 모두 유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아직까지 그 부동산의 실체관계

가 전부 확신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러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등기

를 믿고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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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믿고 거래한 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선의의 제 3자에 대해서는 개별규정

을 두어 보호하고 있다. 또한 진실한 권리자가 그의 뜻에 반하여 억울하게 권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에 현재는 물론 과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사항이 그대

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순차로 더듬어 올라가 등기사항과 사실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만 한다.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

매․저당권 설정계약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

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등기의 대상

  부동산등기법 제 14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진

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을 각각 상이한 등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서양의 법

제와는 구별되는 우리 등기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게르만법의 등기제도는 

토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게르만법을 계수한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도 토지

와 건물을 분리하여 등기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등기제

도가 애초에 서구의 것을 도입한 것인 만큼 제도 중 토지에 관한 내용은 게르만법

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2. 등기제도의 목적

  1) 권리자의 확정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공증제도가 소유자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한 것에서도 보여 지듯이 등기제도의 목적 중의 하나는 권리자의 확정

하고 그 명문화된 내용을 근거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2) 거래의 안전

  거래의 안전은 등기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하나

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많은 물권변동이 발생하므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자를 명

확히 하고 일일이 권리자를 조사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그것을 근거로 거래행위

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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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3.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

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

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

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1) 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

부의 두 가지가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한 

장의 용지를 사용하며(1부동산 1용지의 원칙; 제15조), 1등기용지에는 등기번호란·표제

부가 1장,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가 1장, 을구(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가 1장으로 모두 3장이 있을 수 있다. 

 

  (1) 등기부 등본의 구성

<표1> 등기부 등본의 구성

등기부 등기부 등기부 등기부 등본의 등본의 등본의 등본의 구성구성구성구성

표제부
토지 또는 건문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토지 :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건물 :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등의 사항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

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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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표제부

  등기용지의 맨 앞장에 있는 표제부는 부동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이라 

함은 대체로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등기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가 있다. 등기부는 홍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어 바인더 색만 보아도 토지인지 건물

인지 구분할 수 있다.

  토지등기의 표제부는 지번과 그 땅의 수평면적 및 그 땅의 쓰임새인 지목으로 표

시한다. 건물등기의 표제부는 수평면의 면적뿐만 아니라 높이와 구조 및 용도, 지붕

의 모습 등을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너무도 많아서 기재사항이 많고 복잡하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은 각 층의 동호수로 나눈 후 구분된 건물의 소

유권을 각 개인이 갖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일단의 대지를 수백명이 공유하여 복

잡하게 등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건물등기에 토지를 한

꺼번에 기재하는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된다.

  표제부는 크게 표시번호와 표시란으로 나뉘어 지며, 표제부 위쪽을 보면 왼쪽에 

등기번호가 있고, 오른쪽에 카드장수가 있다. 건물․토지 모두 1부동산은 1등기용 지

에 등기하여야 한다. 같은 건물이 또다시 등기되면 중복등기가 된다. 중복등기는 잘

못된 등기로써 절차를 밟아 중복등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② 갑구란

  갑구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곳이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소

유권의 보존․이전․변경․말소․가등기․처분제한 등기 등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소유

권은 다른 권리에 비하여 항구성에 가까운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구를 열

람할 때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 을구란

  을구에 가장 많이 등기되는 것은 근저당권이다. 을구에서는 이외에도 저당권, 임

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권리질권 등의 등기를 하고 있다. 을구에 소유권이외

의 권리를 등기하려면 먼저 표제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갑구에 소유권의 등기가 되

어 있어야 된다. 을구에 등기된 만큼 소유권의 가치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즉, 

을구의 등기사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유권의 실제적인 사용가치라든가 관념적

인 교환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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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가치를 제한하는 물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을구에는 주로 근저당

권(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등기된다.

<표2> 토지등기부

【표제부】                       (토지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82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000 00

대 1326㎡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

월 9일 전산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3)

소유권이전 1997년2월19일

  제6782호

1997년2월

5일 매매

 

 소유자  홍길동

  000000 0000000

서울 은평구 00동 000 0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

월 9일 전산이기

【을 구】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0)

근저당권

설정

2001년5월1일

  제21099호

2001년5월

3일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00,000,000원정

 채무자    홍길동

 서울 은평구 000 000 00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000000  0000000

서울 중구 을지로 2가30(000지점)

공동담보   동소 동번지 건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

월 9일 전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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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건물등기부

  

(2)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순위

  등기부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9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000 000 00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00.00㎡

지하실 00.0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9일 전산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3)

소유권이전 1997년2월19일

  제6782호

1997년2월

5일 매매

 

 소유자  홍길동

  000000 0000000

서울 은평구 응암동 000 0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

월 9일 전산이기

【을 구】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10)

근저당권

설정

2001년5월1일

  제21099호

2001년5월

3일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00,000,000원정

 채무자    홍길동

 서울 은평구 000 000 00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000000  0000000

서울 중구 을지로 2가30(000지점)

공동담보   동소 동번지 건물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

월 9일 전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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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등기 의 순위가 가려진다. 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

러나 가등기의 경우 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어 본등기가 이뤄지면 그 본등기의 순

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른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에 의해 우선순위를 가린다

  (3) 등기부 등본의 확인사항

 <표4> 소유권의 진정선 판단, 기타 권리취득 가능성의 확인사항

분 분 분 분 류 류 류 류 확 확 확 확 인 인 인 인 사 사 사 사 항 항 항 항 

①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등기부상  

   의 소유자와 등기필증 등 등기관  

   련 증명서류와 보유자가 동일한   

   지, 등기부상 권리자와 실제권리  

   자의 동일성 확인 

등기부, 등기필증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계

약서, 판결정본, 화해조서, 공정증서)’를 열람하거

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소유권에 관한 사

항 (등기순위, 등기권리자, 등기인, 예비등 기화 촉

탁등기)을 조사, 확인한다. 

② 소유권 이외의 각종 처분제한이나 

   제한물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확인 

등기부에 기재된 지목, 제한물권의 내용·권리자,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액, 권리설정액(근저당한도

액) 최고 금액, 이율, 연체여부, 기간, 채권자, 채무

자의 내용을 확인·조사한다. 

※ 특히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임차인, 

임대료, 임대차기간, 기타 임대차조건 등을 조사·

확인 하는 외에 다른 제한물권과의 관계 그리고 주

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제한사항 등을 확인한다. 

③ 대상부동산 소유권자의 생존여부  

   및 주소의 일치여부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④ 대상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  

   우에는 그 상속권자 및 권리이전  

   상의 문제등을 조사·확인 

호적등본

⑤ 행위무능력(미성년, 금치산, 한정  

   치산 선고)에 대한 확인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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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권리분석 대상물의 기본적 확인사항

  

2) 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 등을 말한다. 대장과 등기부는 기재내용의 일치 

내지 부합을 위하여 절차적으로 의존·협력관계에 있다. 부동산의 물권적 상황 내

⑥ 납세명의자와 등기부상 명의자의  

   상치 여부에 대한 확인 
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세완납증명서 등 

⑦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의  

    동일성 확인(권리관계는 등기부  

    가 지적공부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에 공신력이 없    

    다).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지적공부(토지대장), 매매계

약서, 실제관계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분 분 분 분 류 류 류 류 확 확 확 확 인 인 인 인 사 사 사 사 항 항 항 항 

① 대상물의 실제 소재지와 지적도 상  

   의 위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실지조사 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확인 하여야 한

다.

② 공부상의 지목 또는 면적과 실제의 

   그것이 상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 지목 : 토지대장, 임야대장

■ 면적 : 토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 - 건축물관리대장

■ 경계확인 : 지적도, 임야도 

※ 만약 상치하는 경우에는 측량사 등에게 의뢰하

여 실측할 필요가 있다.

③ 건물인 경우에는 구조, 면적(건평   

   등) 및 건축년도 등의 공부상 기재  

   와 실제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  

   인

권리분석의뢰 또는 중개의뢰된 건물의 구조확인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의 확인과 함께 현

지조사를 한다.

④ 토지의 이용도 등과 관련하여 대상물  

   인 토지에 대해 사도와 접하는 경우

   통행권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밖  

   의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하여 인접  

   지 소유자와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없  

   는지를 확인

실지조사 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

다. 특히, 법정지상권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공부

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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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따르지만(부동산등기법 제

55조 10항),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른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대장의 기재를 따른다(제130조).

<표6> 토지대장

고 유

번 호    토  지  대  장
도면

번호
장번호

토 지

소 재
지 번 축 적 비 고

토   지   표   시                       소    유   권

지  목
면  적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등록번호

변 동 원 인 성명또는명칭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급 수 정

연  월 일

 직인날인

 번    호

토 지 등 급

(기준수확량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등 급 수 정

연  월 일
용도지역

토 지 등 급

(기준수확량등급)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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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등기

  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

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가등기의 근거가 되는 본등기가 가

능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든가 가등기의

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가등기의무자가 이러한 승낙서의 교부를 거부하면 판결을 얻어 신청해야 

한다(제29조). 가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순위는 가등

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다른 

등기는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자에게 우선할 수 없다. 

  

 4) 예고등기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

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해지는 등기이다(부동산등

기법 제4조, 제39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어떤 소의 제기가 있다

는 것을 경고해주는 사실상의 효과만이 있을 뿐이다. 

4. 등기의 공신력

  
  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를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등기 내

용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고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

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등기

의 공신력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거래의 안전의 보호 정도에는 차이가 있

게 된다.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민법이 거래의 

안전도 중시하나 원칙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문서, 땅문서의 교환만으로도 소유권변동이 일어났다고 생각

했던 법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등기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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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위한 필수 요소로 생각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등기가 진정한 권리를 표상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피

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가 게르만법의 계수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의 공신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게르만법에 대한 로마법의 영향으로도 

보아질 수 있다. 로마법에서는 무에서 유가 생길 수 없다고 보아1)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권리를 초과해 타인에게 줄 수 없다.”와 “내 물건을 발견한 곳에서 

나는 그것을 도로 찾는다”와 같은 법원칙이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모두에 관철되

었다. 즉, 공신의 원칙은 인정의 여지가 없었으며 다만 로마법에서는 동산에 있어서 

1년의 단기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선의자를 보호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성립요건주의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여 우리나라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재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법과 일본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우리와 같은 성립요건주의 체제인 독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

다.

5. 부동산 등기법

  우리 민법이 1960년 1월 1일에 제정 ․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등기법(1960

년 1월 1일 법제536호)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1960년 1월1일 대법원규칙 제63

호) 등이 함께 제정 ․ 발효하게 되었다.

  부동산등기법은 1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최근에 2001년 12월 19일과 

2002년 1월 26일에 개정이 있었고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

친 후 최근에는 등기장부 용어 및 등기장부보존기간 부분을 개정하였다(2000.12.30 

개정).

 1)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이 법은 부동산거레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1) 예컨대 무권리자와 거래한 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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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

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이용한 투기 ․ 탈세 ․ 탈법행위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현행 등기제도의 특징

 1)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186).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

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를 부동산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성립요

건주의 내지 형식주의라고 한다. 다만, 성립요건주의는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만 적용되는 것이고,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유치권 ․ 점유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물적 편성주의2)

  등기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15① 본문). 

이러한 물적 편성주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를 편성하는 방법으로서 부동산 1

등기용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수개의 부동

산일지라도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15① 단서).

2) 등기부편성에 관한 입법주의

   ․ 물적 편성주의 :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주의

   ․ 인적편성주의 : 개개의 부동산소유자를 중심으로 1소유자에 1부동산등기용지를 편성하는 주의

   ․ 연대적 편성주의 : 당사자가 등기신청시 제출한 공정증서 등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편성하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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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주의

  

  (1) 원칙

  등기는 법류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27①). 또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

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28 전단). 즉, 우리 부

동산등기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를 채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공동신청주의, 출석신

청주의, 서면신청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공동신청주의의 예외로서 부동산등기

법 제29조 이하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신청주

의의 예외로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

만, 서면신청주의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4) 형식적 심사주의

  (1) 원칙

  등기관의 심사범위는 등기신청의 경우 제출한 서면을 기준으로 부동산등기법 제

5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통설 ․ 판

례). 다라서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 형식에 일치하면 신청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예외

  형식적 심사주의의 예외로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실질적 심

사권을 갖는다.

   ①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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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56의2①). 이 경우 등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그 건물을 조사하고 건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문서의 제시요

구와 질문을 할 수 있다(§56의2②). 

   ②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등기관은 중복등기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공부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는데(규

칙§122②),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학설 대립).

 5) 국가배상책임주의

  (1) 국가배상법상 등기관은 공무원이며 등기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등기관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2①). 다만, 등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는 그 등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2②).

  

  (2) 등기관의 위법처분이 아니라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사무

의 특수성 때문에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분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는 없다(§178). 아울러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등

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

다(대판 1996.4.12.95다33214).

 6) 공신력 불인정

  

  (1) 공신력이란 무권리자의 등기라도 등기부상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하였다면 이

를 보호하여 공시(등기)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진정한 권리자를 거래의 안전보다 더 중시하여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등기부를 보고 무권리자로부터 적법하게 물권을 취득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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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 법제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거래안전을 위하여 민법 제107

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예고등기제도를 규정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7) 등기부와 대장의 2원화3)

  (1) 등기부와 대장의 구별

  등기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공시하지만 대장(건축물, 토

지, 임야)은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는 서로 일치

되어야 하나, 실제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대장은 단독신청주의, 직권에 의한 등록, 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등 여러 면에서 

등기부와 구별된다.

  (2) 양자의 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의 기재가 대장상의 그것보다 우선하고, 권리관계 이

외의 사항(부동산의 현황 등)은 대장상의 기재가 우선하므로 사실관계의 변동은 대

장을 기초로 등기부에 기재하고 권리관계의 변동은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을 정리한

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3) 양자의 불일치 해소 방법

  부동산등기법상 두 장부의 부동산표시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해소하고 일치

시키기 위한 다음의 규정이 있다.

   ①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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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56①, 

§55X).

   ② 소유자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부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 임야대장 도는 건축물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

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56②, §55X).

   ③ 등기필의 통지

  등기관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정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각 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68의2①).

   ④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기관은 등기부와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지적공부소관

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90의2).

 8) 토지 ․ 건물 등기의 2원화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며(민법§99), 부동

산등기법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으로 구성하고 있다(§14①).  결국 같은 

지번 상에 토지등기부와 함께 존재하게 된다.

 9)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44①Ⅱ)은 공정증서가 아니어도 그 내용을 인정받으

므로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면에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간에 

작성된 사서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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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서양의 서양의 서양의 서양의 등기제도등기제도등기제도등기제도

1. 근대적 등기제도

 1) 근대적 등기제도의 형성배경 

  근대적 등기제도의 성립은 중세의 봉건적 제약으로부터 해방하여 토지를 자유로

운 거래의 객체를 삼은 근대 초의 사회경제적 요청에서 기인한 것이다.

  

  (1) 사회적 변화

  중세에는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로 인하여 토지는 영주의 소유였고 영주와 농노의 

신분적인 주종관계를 이루었다. 이러한 서구의 봉건사회는 12-13C에 대전환이 이

루어졌다. 도시와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장원이 해체되었고 인권운동의 대두되었으

며 국가권력이 중앙집권적으로 강화되는 등 봉건사회를 해체시키는 현상이 발생하

고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중세의 토지물권변동의 방식은 변화하게 된다.

 

  (2) 거래의 안전 보호의 필요성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 물권 관계를 일반인들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외관적

으로 명료하게 공시하는 제도로서 과거에는 없었던 근대법의 소산이다. 물론 고대 

사회의 법제도에서도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언제나 엄격한 방식, 현실의 인도, 공부

기제 등의 공시방법을 따르게 하려는 일은 있었으나 그러한 공시방법은 부동산 거

래에 있어 유형적 행위를 요구한데서 오는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았거나 또는 

조세 징수를 위한 공부기제가 우연히 공시 작용을 하게 된 것이다. 제 3자의 보호, 

즉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두는 제도는 아니었고 오직 권리자의 보호를 문제 삼을 

뿐이었다. 

  그러나 근대 사회에 이르러 토지의 유통과 상품화로 인하여 물적 신용의 객체가 

됨에 따라 거래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근대적 공시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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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제도의 창안

  
  근대의 등기제도는 저당권의 발달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토지에 의한 저당권

의 공시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당권의 공시에

서 시작된 등기는 그 이후 토지에 관한 물권의 공시를 위한 제도로 발달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달된 근대적 등기제도는 특히 독일의 등기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등기제도의 발달은 공시제도나 권리자의 보호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

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근대의 등기제도는 현대의 등기제도로 계속 이어졌고 따

라서 현대의 등기제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근대의 등기제도의 성립에 많은 영

향을 미친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게르만법의 등기제도 

 1) 게르만법의 등기제도 고찰의 필요성

  
  오늘날 각국의 등기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요인은 게르만법 상의 등기제도이

다. 그러므로 게르만법 상의 제도들이 오늘날의 등기제도에 미친 영향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등기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2)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로마법 상의 소유권은 현행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으로서 소유자가 직접

적이고 배타적으로 객체를 사용·수익·처분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

러나 게르만법에서는 농업 경제였던 사회 구조로 인해 소유권이 개념이 처분권보다

는 용익권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물상지배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와 소유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서, 뚜렷한 “소유권”개념이 없이 게베레라는 애매한 물권 

개념을 취하고 있었다. 1230년에 작성된 쾰른의 부동산등록대장에서야 비로소 최

초의 소유권 개념 사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게르만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소유권’이

라는 개념보다 ‘물권’이라는 개념을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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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게르만 사회에서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1) 무주물 선점

  게르만 시대에는 무주물 선점이 가장 중요한 소유권 취득 방식이었다. 즉 주인 

없는 토지나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도 선점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전쟁에 의한 

토지의 점령이나 재산의 약탈, 적국민의 노예화 등 모두가 적법한 소유권취득 방식

이었다. 토지소유권위 취득은 게르만 이주민집단에 의한 무주지의 점거로 시작되었

으며, 토지소유권은 점거한 씨족이나 부족단체에 귀속되었다.  이는 정복지에도 적

용되어 토지소유권이 정복 집단에 귀속되고 집단 성원은 점거한 산림을 개간함으로

써 독점적 용익권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무주물 선점 시대에는 누구든지 일정한 

지역에 현실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점유취득의 방

법은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또는 무기를 사용하든 실력으로 목적물을 점유해야 

했다. 따라서 목적 토지의 점유가 소유권 취득의 방법이었으므로 사실상의 지배권

의 행사인 게베레가 물권의 존재를 나타내는 유일한 표식이 되었고 점유가 곧 소유

관계로 표백되었다. 당시 모든 집단 성원은 점거지를 자유로이 개간·사용할 수 있

었으나 이러한 권리는 집단의 토지지배권에서 유출된 것에 불과하며, 성원이 사소

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시원기 이래 토지는 집단총체에 귀속된 

공동의 자산이라는 공유개념이 지배했다. 

  게르만 시대에는 정착 집단이 점거한 토지주변을 순회하고 그 경계지 위에 불을 

피워 놓음으로써 합법적인 토지 선점을 상징적으로 공시했고, 이 방식이 그 후 부

동산 양수의 공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이것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 전후에 게르만

족이 대이동함에 따른 혼란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당시 무력에 의한 정복이나 점령

은 사실상의 점유로 유효하게 인정되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으므로 설령 

주인이 있다하더라도 실력행사로 빼앗으면 무주물선점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 배타

적 지배권을 획득했다. 또한 사법상의 무주물 선점이란 말이 무력에 의한 적국의 

정복이나 점령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 힘에 의한 재산 점유가 

가장 원시적인 소유권 취득 방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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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용 징수 

  부동산을 사용할 뿐인 '징발'과는 달리 공용징수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로써 강제 취득하는 것이다. 12세기 이탈리아 북부도시에서 발달한 

공용징수제도는 처음에는 국가통치권의 우월성을 정당화 이유로 삼으려 했으나, 18

세기 자연법론은 주석학파의 국가고권이론을 기초로 국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사

유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권은 불가침이므로 정당한 원인과 적당한 보상 

하에서만 공용징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널리 인정되었다. 이 원칙은 영국, 프랑스 

등에서 채용되었고, 오늘날에는 공공복리와 사유재산권이 상호 보완적인 병존적 가

치이므로 양자를 비교하여 징수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 일반적이다. 

 4) 게르만법의 등기제도의 발달

  (1) 고대 게르만법의 토지 소유권 양도방식  

                 － 사라(sala)와 인베스티투라(Investisura) － 

  등기제도의 발전을 알기 위해서는 게르만법에 있어서의 토지 양도의 방식을 알아

야 한다. 게르만법에 있어서의 가장 오래된 토지 소유권 양도방식은 물권적 양도계

약인 사라(sala)와 양도의 이행행위인 인베스티투라(Investitura)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사라는 증인들 앞에서 일정한 의식적 말을 교환하여 토지의 양도를 약속하고 

양도인이 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지배를 상징하는 것 (나무가지를 꽂은 흙덩어리 

등) 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되었고 인베스티투라는 양도인이 의식적인 방

법으로 토지로부터 퇴거하고 양수인이 그 토지에 들어가서 새로운 소유자임을 표시

하는 행위 (아궁이에 불을 붙인다든가 또는 손님을 대접하는 등) 를 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 이러한 인베스티투라에 의하여 양수인은 게베레를 취득하게 되었다. 

  (2) 양도증서

  그러나 이와 같은 양도방식은 당사자가 목적 토지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한 의식

적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커다란 불편이 있었고 토지 거래의 증가와 토지 소유의 

양적 증가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현장(토지)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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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나타난 것이 로마법에 유래하는 증서(Carta)였다. 증서(Carta)란 양도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사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증서의 교부만으로는 부족했고 토

지의 상징물을 가져와서 증서의 교부와 아울러 이 상징물도 인도하여야 하였다. 이

러한 증서의 인도는 사라에 갈음할 뿐이었기 때문에 인베스티투라는 예전의 형식을 

그대로 지켜야 했다. 

  (3) Auflassung의 등장 

  위에 설명한 양도 방식의 불편성으로 인하여 게르만인들은 현실적 이행행위에 갈

음하여 상징적인 인베스티투라( 양도인의 인도의 약속 또는 점유포기행위 )가 행하

였다. 이것이 바로 Auflassung이라 불리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Auflassung

이 토지 소유권 이전의 합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본래는 토지의 양도인이 그

의 게베레를 버리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인베스티투라로서의 

Auflassung은 일정한 방식으로 법원에서도 할 수 있었으며 법원에서 이를 할 경우

에는 관념적 게베레(보다 약한 권리자에 대하여서만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게베레)

가 곧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 

  (4) 물적 편성주의

  그 후 상징적인 인베스티투라로서의 Auflassung은 재판상의 Auflassung으로 변

하여 비송사건절차로서 법원에서 이를 관장하게 되었다. 12세기부터는 양도행위를 

전담하는 관청에서 모든 토지에 관한 문서를 편철하였고 장부를 기제 비치하여 이

것이 공적 문서가 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관청이 이를 보증하게 되었다. 또 그 

이후 종래 하나뿐이었던 장부를 여러 개로 나누어 작성 비치하게 되었는데 행위의 

종류에 따라 Auflassung을 위한 부동산 장부(Erbebuch), 토지채무를 위한 채무장

부(Scheuldbuch), 질권을 위한 질권 장부(Pfandbuch), 정기금 토지채무를 위한 

정기금장부(Rentebuch)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점차 일필의 토지에 관한 모든 

장부를 한곳에 모으는 이른바 물적편성주의로 옮겨졌다. 나아가 종래에는 하나의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았던 장부기제가 이제는 법률행위를 완성하는 것이 되어 불가

결의 실행행위로 되었다. 즉, 장부의 기재가 인베스티투라에 갈음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의하여 법적 게베레 (누구한테도 공격받지 않는 완전한 본권) 가 성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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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었다. 

       

3. 로마법 계수 후의 등기제도

  일반적으로 물권변동의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등기제도를 채용하지 않았

던 로마법에 반하여 게르만법에서는 물권행위의 요식적 엄정성으로 등기제도를 인

정하였다. 이처럼 물권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태도를 가진 두 법제가 만나게 되었

을 때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계수된 로마법은 게르만 고유법상의 물권변동

양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등기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고유법 색

채가 강했던 일부 지방과 로마법의 지배력 하에 있는 보통법권에 있어서 로마법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등기 제도의 존속 형태도 달라지게 되었다.

 1) 로마법의 계수

  
  로마법의 계수라 하는 것은 중세 말에서 근세 초기에 걸쳐 게르만지역에 보통법

으로 로마법이 포괄적으로 수용된 것을 말한다. 계수의 대상은 유스티니아누스법의 

각국 규정이 아니라 11-13 世紀 이탈리아의 주석학파와 후기 주석학파가 당시의 

실제에 맞도록 변용ㆍ실용화한 주택부의 무수한 원칙이었다. 특히 15-16세기에 현

저하였던 로마法의 계수의 원인으로는, 첫번째로 상업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중앙권력의 결여와 사법제도의 위기, 법의 지역

적 분산과 상호의 접촉으로 인한 것이다. 즉 로마법이 법조에 의한 왕제의 합리화

와 집권화에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2) 물권에 관한 로마법의 특징

  
  (1) 로마법상의 물권개념

  로마법에서는 물권이라는 용어가 없었다. 로마법학자는 소권을 중심으로 실체법

상의 권리를 파악하여, 대인소송으로 보호되는 권리와 대물소송으로 보호되는 권리

를 구분하였으나 일반적 의미의 물권개념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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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권의 공시

  

   ① 공시제도의 미발달

  로마법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물권에 대한 공시방법이 극히 부

비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구술로 법률행위를 하였던 로

마인의 법률행위방식의 특징이 물권생활에도 반영되어, 로마법상에서는 물권의 공

시제도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종래에 로마법상의 물권변동은 토지, 노예 등을 소

유권의 객체로 하여 장악행위 및 법정양도와 같은 요식적 양도행위에 의하여 이전

되었으나 전주정기에 이르러 종래의 요식적 양도행위는 폐지되었고, 물건의 소유권

은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단순한 인도로 유효하게 이전되었다. 

  아울러 로마법에서 부동산공시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원인은 로마법 학자가 거래

의 안전을 사실문제로 파악하여 물권의 귀속관계는 법정에서 항변 또는 입증을 통

하여 확인될 수 있다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법률행위의 구성요건과 귀속효과에 관

한 법률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법기술적인 물권의 공시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또한 공시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법 상태에서 이에 관한 공시의 원

칙은 확립될 여지가 없었다. 

   ② 등기제도의 불요성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를 요구하지 않은 실제 생활상의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고대 로마의 농경사회에서는 모든 토지소유자가 조상 전래의 

토지를 경작하여 토지의 귀속관계가 인근의 주민에게 오랜 세월동안 확실히 공지되

어 있어 따로 등기를 하여 공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둘째로, 본래 부동산공시제도는 본래 개인의 권리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 아니라 징세를 목적으로 하여 발달한 제도인데, 이탈리아 

내의 토지는 Diocletianus가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기까지 조세

에서 면제되어, 징세를 위한 토지의 등기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3) 로마법상의 물권변동양식

  
   ① 장악행위(mancip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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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악행위는 시민법상의 요식행위로서 수중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

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양식이었다.

   ② 법정양도( in iure cessio)

  법정양도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유물 회수의 소송방식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

로 하는 가장의 소송행위로 전용된 제도라고 한다. 법정양도는 장악행위와는 달리 

수중물과 비수중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양도행위로써 이용되었다. 양도인과 양수인

이 법정에 나와서 법무관 앞에서 소유권 이전을 선언함으로써 물권의 변동이 이루

어졌다.

   ③ 인도(traditio)

  고전기의 로마법에서 인도는 비수중물의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무

방식(불요식)의 독립한 법률행위였다. 그러나 만민법상에서는 이 방식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무방식 행위로 변천하여 거래생활에 널리 이용되었다. 거래의 신속성의 

요구되면서 현실의 인도 외에도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 상징물의 인도, 간이인도, 점

유개정 등을 인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인도가 추상화되면서 공시성을 더욱 필요로 

하였다. 

  3) 게르만법과의 충돌

  로마법의 물권변동의 불요식성은 엄정한 공시의 원칙과 공시의 원칙을 준수하는 

게르만법과의 상충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계수 이후의 변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 게르만법의 고유 색채가 농후한 고유법지역에서는 각 분방의 고유법

상의 합리적인 부동산 등기제도 및 양도제도를 계속 실시하여 로마법의 영향은 사

실상 극히 미미하였다. 반면 로마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던 보통법권에서는 

로마법상의 단순한 인도제도와 게르만법의 법정양도 및 등기제도를 융합시킨 새로

운 물권제도가 성립하였다.

  이처럼 로마법의 지배 하에서도 법률행위의 공시를 요구하는 게르만법 사상인 부

동산물권양도의 요식주의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

 4) 로마법 계수 등기제도의 유형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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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순한 인도제도(Tradition system)

  로마법 계수 후에 변화된 물권양도제도 중 인도는 로마법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법 시대의 물권행위에 관한 법리는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물권적 합의를 요구하는 권원(Title)과 취득양식(Modus acqurendi)이론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권원과 취득양식 이론은 로마법의 계수시기에 형성된 이론으로 로마법

상의 traditio를 계승한 독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권원은 로마법의 traditio에 있어서의 iusta causa에  해당하고 취득양식은 

tradition(현실적 인도)에 해당한다.

  단순한 인도제도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인도로 이전하였으나 제 3자에 대

한 물권의 양도는 법원의 심사, 확인 후 법원공부에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하였다. 부동산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요식계약을 원인으로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이

전되었으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경우 저당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소유권이 단순한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의 실질적 소유권과 등기에 의한 저당권자의 형식적 소유권으로 이원화되어, 권리

관계가 불명확하게 되었다. 

  (2) 법정양도(Auflassung vor Gericht=Allodialinvestitur)

  부동산소유권은 게르만 고유법 제도인 법정양도로 이전될 수 있었다. 중세 이전

의 게르만법의 양식은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증인의 입회하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제 3자로 하여금 자신이 선의였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고 양수인

의 소유권 취득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거래 안

전을 위한 공시성의 목적보다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공동체의 승인 내지는 토지거

래의 규제를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던 것이다. 

  이후 프랑크시대에는 대토지소유제의 확립과 함께 토지의 양도행위가 증가했으

며, 국왕법원이 관여하는 Auflassung( 법정에서의소유권양도행위)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하여 로마법의 물권의 성립 및 효과에 관한 이론

은 공개성의 요청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로마법에서는 Causa 즉 소유권이전에 

적합한 법적원인(Rechtgrud)으로 행하여진 인도(tradition)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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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의 계수 이후 이 대립적인 두 개의 이론, 즉 Auflassung 이론과 인도 이

론은 충돌하게 되어, 그 결과로 사법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로마법 

이론을 보통법으로 하고 독일법 이론은 그 실효성을 지방적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폐쇄성을 띄었다.  

  (3) 등기신청제도(Transskriptionssystem)

  등기신청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

입하는 제도로 등기부는 공시력을 지니게 되나 공신력이 없다. 이 제도는 프랑스를 

위시하여, 프랑스법이 시행되었던 독일의 일부 지방에서도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은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이전하나 이를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

하여 법원에 등기하여야 했다. 

  프랑스법계가 채용하고 있는 등기신청주의는 당사자간에는 단순한 물권이전의 합

의(sala)로 물권이전적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행위 즉 

등기하여야 한다는 게르만 고유법제도의 현대적 관용이다.(게르만법, 현승종ㆍ조규

창 p.282) 로마법상의 traditio와 비슷한 investitura는 소유권 양도계약과 소유권 

이전행위가 합쳐 복합적인 현실적 소유권 양도행위로 이루어  졌으며, 고대법의 공

통적인 요소로서 소유권이전행위가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4) 직권등기제도(Grundbuchsystem)

  19세기에 이르러 독일 고유법의 물권이전제도의 합리성과 기술적 우월성이 재인

식됨에 따라 그 동안 로마법의 영향으로 서로 상이하게 발달했던 물권변동제도가 

고유법제도로 통일되었다. 법정양도(Auflassung)와 등기(Eintragung)가 부동산물

권변동의 법적 요건이 되었으며, 이는 전술한 게르만법의 고유제도인 sala와 

investitura가 법정양도와 등기의 형태로 부활하였음을 뜻한다. 

  법정양도(Auflassung)와 등기(Eintragung)가 부동산물권변동의 법적요건이 됨

에 따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물권행위와의 채권계약

의 분리 및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이 인정되었다. 

   한편 실체법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합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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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sensprinzip)이 적용되나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양수인의 소유권취득

과 등기를 양도인이 승인하였다는 동의의 원칙(Billingungsprinzip)이 지배하였다. 

따라서 물권변동은 양수인의 등기 권원을 묻지 않는 추상적인 성격을 띄었으며, 선

의취득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4. 토렌스 등기제도

  

 1) 토렌스 등기제도란

   1858년에 호주의 South Australia주에서 Sir Robert Torrens     (1814~1884)

에 의하여 창안된 등기제도로서 Torrens System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의 법명은 

Real Property Act이고 호주의 South Australia에서 최초로 채용되어 사용하였다. 

토렌스 등기제도는 최초의 등기(보존등기)가 매우 중요하며 신중한 절차로 행하여

진다. 미등기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개설하려면 이 최초등기 내지 보존등기

를 해야 하는데, 그 신청이 있으면 철저한 권원조사와 부동산권리분석을 한다.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된 토지소유자에게는 등기부의 등본과 권원증명서가 교

부된다. 권원증명서가 교부된 후의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절차는 매우 간단하게 행

해진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이에 의한 등기제도는 2통의 증서(등기증서, 

권원증명서)를 작성하여 1통은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등기부에 편성한

다. 그 후의 물권변동에는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증서(일종의 지권)를 권리변

동증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등기부와 지권에 권리변동의 내용

을 기입하여 지권은 권리자에게 건네준다. 즉, 등기와 동일 내용의 지권이 권리자의 

손에 있는 점이 특색이다. 등기관리(등기공무원)가 등기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갖지만 반면에 등기관리가 등기에 관하여 부정을 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고 그 때문에 미리 보증금을 공탁하게 되어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

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2) 토렌스 등기제도와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비교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시력은 있되, 공신력은 없습니다. 즉, 등기부만 믿지 말

라는 겁니다. 등기부상에 소유자와 매매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도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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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뺏길 수 있습니다. 

  한편, 토렌스 등기제도는 등기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매계약

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면 나중에 어떤 누가 나타나서 딴소리해도 상관없다는 겁니

다. 우리나라처럼 등기서류만 제출하면 등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관

계를 파악해 보고 등기를 해 줍니다.

  토렌스 등기제도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지하는 권원증명서와 동일한 권원증명서는 

부동산등기소에도 비치하고 있는데 부동산변동사항은 양쪽에 동시에 기입 정리된

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현재의 소유자보다 미래의 소유자를 지나치게 보호한

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 제도는 부동산 사기예방에 실효가 있다.

IV. IV. IV. IV. 부동산양도소득세제부동산양도소득세제부동산양도소득세제부동산양도소득세제

1.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1967년 11월29일 법률 제1970호로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 되어 부동산투기에 대한 완화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

로 억제하는 데는 미흡하여 부동산양도에 관한 포괄적인 조세로서 1975년 1월1일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참고로 부동산투기 억제세와 양도소

득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한 것은 capital gains 과세라 

하여 미국에서는 1913년 이래 실시되고 있는데 이  capital gains 과세는 자본적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토지, 주식 등이 그 대

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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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동산투기 억제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

   

 자료 : 「양도소득세 정해」(서울 : 한국세정신보사, 1981), p.41.

 1) 양도소득세제의 부과 근거

  부동산양도소득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과는 달리 상당기간 보유하고 

있던 자본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양

도소득(자본이득 : 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는 종래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부동산양도소득과세에 대하여 찬성 및 반대로 상반된 견해가 맞서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반대론

  
  소득 원천설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란 일정한 원천이 있어서 계속적, 반복적으

로 생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도소득은 재투자하기 때문에 보통의 소득과는 다르며, 이에 대한 과세는 

구분 부동산투기 억제세 양도소득세 

과세자산 토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과세지역
서울특별시, 부산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전국

과세가액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물가상승률 공제
도매물가상승률대로 공제

  최하 10%

최하 10% 최고 20%공제

  (79년부터 불공제)

  (81년부터 부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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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가치가 있는 자산의 대체취득을 방해하므로 가공적 자본과세이다.

   둘째,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손실일 수도 있어 이에 대

해 과세하면 계산상의 환영인 명목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되어 자본의 잠식을 초래

한다.

   셋째, 양도소득에 과세하면 과세로 인하여 자산의 양도를 주저하게 되어 투자를 

고정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넷째, 소득세 누진세율의 구조상 양도소득이 실현된 연도에 일시에 중과하는 것

이므로 불공평을 초래한다.

  (2) 과세찬성론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을 전액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며, 그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가치의 증감은 소유자의 경제력 변화와 담세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무시될 수 없다.

  둘째, 투자가는 소득을 얻으려고 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므로 과세에서 제외하

는 것은 공평부담을 저해한다.

  셋째, 투자가의 의사결정에는 과세보다는 시장의 동향이 크게 작용한다.

  넷째, 장기간 보유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경우 평균과세의 방법으로 누진도를 완

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투기이익, 개발이익을 과세로 흡수함으로서 소득원천간의 수평적 공평을 

이룰 수 있고 고소득자, 과세방법, 과세소득 산출기준, 세율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재정수요 충족과 조세부담의 공평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도소득을 통상적인 소득인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

다. 이러한 과세논쟁을 요약하여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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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양도소득의 과세논쟁 요약 비교

 2) 양도소득세제의 성격과 경제적 효과

  (1) 양도소득세제의 성격

구   분 과세반대론 과세찬성론

과세소득

   범    위

 ○ 소득원천설

 -재투자되는 소득으로서        

   경상소득과 구분

 -과세하는 경우에는            

   대체자원의 취득을 방해

 ○순자산증가설

 -경제력의 증가사실은 분명

실질소득

존재여부

 ○ 계산상의 환상소득 즉       

    명목소득에 부과

 -물가상승수준을 고려하는

   경우 실질소득 없음

 ○현실적으로 소득발생

 -물가상승수준의 초과부분 발생

 -명목소득부분은 인위적으로    

    제거 가능(특별공제 등)

세부담의

공평측면

 ○ 불공평 초래

 -장기간 누적된 소득을         

   일시에  중과하는 결과

   (누진세율)

 ○공평실현

 -투기, 개발이익의 흡수

   소득원천간(수평적 공평)

   소득계층간(수직적 공평)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과세

   (누진세율에 의한 일시        

   부담완화)

자원분배

효과측면

 ○ 투자의 고정효과 발생

   (Lock-in effect)

 -자산의 양도

 -자원분배에 부정적인 영향

 ○자원분배에의 영향은 상대적

  으로 낮음

 -투자가의 의사결정에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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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소득세는 조세의 국고수입이라는 목적보다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라고 

하는 사회정치적 목적이 우선시 되는 조세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경기부양

을 위한 경제 정책적 목적도 중요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요약해 보면

  첫째, 부동산양도소득세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 단계에서 과세되는 자본이득설의

일종이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본적 자산이라고 하는 자본의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자본의 원본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주체는 세법을 자주 대하는 사업자이지만 

양도소득세의 조세주체는 세법에 관한 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일반납세자들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가장 대조적 조세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양도소득자는 불측의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차액만을 노리는 거

래행위는 어느 정도 억제시키고 있다. 즉, 투기적인 자산보유자로 하여금 양도소득

세만큼 투기적 역할을 줄어들게 함으로서 자산투기에 대한 매력을 잃게 함으로서 

투기적 거래를 다소 저지할 수 있다 하겠다.

  (2) 양도소득세제의 경제적 효과

  부동산 양도소득 세제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에서 부동산양도소득은 통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때로는 세제상 특혜를 부여하기도 하게 되

고, 때로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과세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부동산양도소득세제가 경제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이다.

   ① 봉쇄효과(Lock-in effect)

  동결효과 또는 연결효과라고도 하며, 부동산양도소득세의 과세로 인하여 자산의 

양도를 주저하는 현상을 봉쇄효과라고 한다. 즉, 봉쇄효과로 인한 자산매도의 유보

는 오히려 그 가격을 높여 놓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의 거래는 투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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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

  부동산양도소득에는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득의 감소는 저축의 감소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며, 부동산양도소득세의 강화는 양도소득을 기대하는 토지에 대

한 투자를 감소시켜 부자체에 부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곧 타 상품에 대한 소비

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기업투자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양도소득세는 봉쇄효과를 통하여 판매자가 생산물의 일부를 소비

하지 않음으로서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양도소득세에 대한 완전과세는 법인의 유보소득을 위한 동기를 

제거할 것이며 이는 상당한 정도로 법인의 저축을 감소시킬 것이다.

2. 주요 각국의 양도소득세제 

  대부분의 나라들 부동산양도소득 과세대상의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중 토지의 양

도를 들 수 있다. 각 국가별 부동산양도소득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역사적 배경과 환경적 여건에 따라 특성에 맞게 시행되고 있지

만 상이한 점들이 있다.

  이러한 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토지정책

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 왔지만 대체로 그 연구 결

과는 부분적이며 일시적이고 모순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보면(Siegel, R. S. and L. B. Weinberg 1977), 

  첫째는 물리적 환경으로 토지의 절대면적, 이용 가능한 토지, 토지의 질적 수준, 

자연자원 등의 규모와 질이 토지정책의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영향력으로 인구밀도, 인구규모, 사회적 문화의 정

도 등의 요인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 산업구조와 국가의 기술수준, 국가 부의 상대적 수

준 등이 토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넷째로 정치체제와 여론에 의한 정치적 공동체, 정치체제, 권위구조, 그 밖의 국

제적인 정세 등에 의해 토지정책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각국은 부동산양도소득은 통상의 소득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기능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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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전통적으로 소득 원천설의 입장에서 부동산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

였던 영국의 경우에는 1962년에 이르러 투기적인 단기양도소득에 처음으로 과세하

였고 , 장기양도소득은 1965년에 과세하게 되었다.

  미국은 소득세제의 배경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1913년 근대

소득세가 시작되면서 양도소득을 과세하였으며 특히 전쟁시기에는 고율의 전시세율

이 통상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광의의 소득개념에 따라 실현된 양도소득에 과세

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팽창으로 인한 조세부담이 가중해짐에 따라 조세부담의 공

평이란 측면에서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1) 미국의 양도소득세제

  미국은 소득세제도에 순자산증가설을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서 조세체계

에서는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손익으로 인정되는 포괄주의에 의

한 과세가 원칙인데 1921년의 세법개정 이래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예외가 인정되

고 있다.

  (1) 자본이득세

  미국의 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총소득세는 토지 등의 자본거래에서 발

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의 임대수입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 부동산 양도소득

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자본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당해 자산의 매

각, 또는 교환에 의해서 실현되었을 경우에만 과세된다(서울지방국세청 1982). 

  과세구조는 개인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이익으로 구분하여, 단기의 

경우는 통상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종합과세 되며, 장기 순양도 소득은 40%

를 일반소득에 합산한다. 법인의 경우도 장기양도소득과 손실 그리고 단기양도소득

과 손실의 구분은 판매 또는 교환된 자본적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다.

  장기양도소득은 특혜적 처리가 행해지고 있다. 즉 장기양도소득에 대하여 선택세, 

즉, 세율을 운용하거나 일정금액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다

가 1986년 조세개혁 때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특혜규정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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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장단기 자본이득이나 손실의 구분조항은 폐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장래에 

세율이 증가할 경우에 자본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특혜규정을 부활시키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1989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시

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성사되지 않고 있다가 1997년에 통과된 소위“1997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the Tax Pater Relief Act of 1997)"에 의해서 양도소득세가 

현저히 완화되었다. 1990년에 일반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고정시킨 것이 하나의 완화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의 개정법에 의하면 18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부터의 장기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부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 세율이 18%와 

8%로 하향 조정되었다. 1998년에 다시 장단기 구분기준이 완화되어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은 장기자산으로 취급되고 단기양도소득은 일반소득과 같이 15%에서 

39.6%의 세율로 과세된다. 양도손실은 양도소득과 전액 상계 가능하며 연간 3,000

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손실공제를 박을 수 있다. 이렇게 공제하고도 남는 손실

은 이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2) 토지이득세(Tax on Land Profits)

  토지소득세는 일반적인 자본이득율의 기준으로 과세되고 소득세율 보다 50% 낮

다. 최고소득세율은 50%인데 반하여 토지의 자본이득세는 25%에 불과하다.

  부동산이득세에 대한 조세의 실제수준을 감소시키는 공제항목이 많아서 그 수준

이 더욱 낮다.

 2) 일본의 양도소득세제

  일본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물 및 토지상의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하고 있으며, 10년을 기준으로 장기양도소득과 단기양도소득으로 구

분하고 있다. 장기양도소득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과 특별공제

(100만엔)를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나 단기양도소득에는 특별공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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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양도소득세율은 장기양도소득과 단기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장기양

도소득은 4000만엔 이하인 경우 20%, 4000만엔 초과 시는 800만엔과 장기양도

소득의 1/2을 종합과세 할 때의 상속세액을 합계한 세액으로 하며, 단기양도소득은 

소득금액의 40%와 종합과세시의 해당세율을 곱한 금액의 110%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납세의무자가 주거용 부

동산을 팔 경우, 10년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고 양도 전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부동산 양도소득이 새로 취득하

는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단기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

세방식과 특별공제제도는 선택적이다.

  후자는 납세의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얻은 양도소

득에 대해서 3000만엔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증권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999년 3월의 세제개편에서 증권거래세의 폐지로 

2001년 3월 말까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양도차익을 거래대금기준으로 과세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 대안이 완전히 폐지된다.

 3) 대만의 양도소득세제

  대만의 토지양도에 관련된 과세로는 토지증가세(The Land Value Increment 

Tax)가 있다. 이는 성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가 매매, 이

전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될 때 그 토지의 자연적 증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증

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자본이득세이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없을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지가를 평가하여 부과징수하게 된다. 이 수입은 공공복리사업, 국민주택사업, 도로 

및 공공시설, 국민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토지증가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할 때 에는 토지의 원소유자이지만 토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에

는 소유권 취득자가 된다.

  한편 토지의 이전이 없을 경우에는 10년마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과세표준은 토지의 증가총액이다. 이 증가 총액은 기초가약, 즉 양도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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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 것을 말하는데, 이때 공제액이란 원사정지가 또는 전회 토지증가세 산출기준의 

지가와 토지개량비용을 합한 것이다. 또, 세율에 있어서는 일반토지에 대한 적정세

율은 토지증가총액이 원사정지가(1954년) 또는 전회 토지증가세 산출기준시가의 

100%미만일 경우 40%, 100~200%까지는 50% 200%초과일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주택지의 경우는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나 그 한도는 300㎡, 기타지

역이 700㎡ 이하로 국한된다. 그리고 토지증가세 이외에도 대만의 토지세제는 토지

의 취득에 관해서는 국세로 인지세, 유산세, 증여세가 있고 지방세로서 등록세가 있

다. 반면 토지보유에 과한 과세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성세인 전부, 지가세, 공

한지세가 있다.

 4) 영국의 양도소득세제

  영국에서는 1799년 소득세가 생긴 이래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비과

세 되어왔다. 영국은 전통적인 농업에 영향을 받아 소득을 다소간 영구적인 원천으

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모든 우연적이고 비순환

적인 소득에 대하여 1차대전 때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자산양도소득은 그것이 

우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그러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자산소득자를 우대하는 조치라

는 관점과 재산수요의 확대 및 근로소득과의 과세의 균형을 취하고 양도소득 비과

세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965년부터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인 

과세를 실시하게 되었다. 영국은 양도소득을 별도로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고 있

으며 이러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조세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와 개발

토지세(development land tax)가 있다.

  (1) 자본이득세

  1962년 세법 개정시 최초로 투기적 성격을 갖는 자본이득을 과세의 대상으로 포

함시켜 타소득에 합산과세 하였다. 투기적 자본이득이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부

동산, 6개월 미만의 기타자산을  양도에 의하여 실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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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히려 탈세의 여지가 많아 1965년에는 다시 세법을 개정하여 모든 자본이득이 

과세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1988년의 세제개편에 의해 발생된 자본이득을 개인소득에 합산하여 최고 한계세

율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198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982년 3월

을 의제취득일로 하고 있으며 취득일 이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한 물가연동공제액(indexation allowance)

으로 자본이득 산정시 자산의 처분가액에서 공제하며, 자본손실은 차기 이월하여 

자본이득과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소득과는 상계할 수 없다.  

  즉, 토지보유를 1년으로 하여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장기인 경우 투자이득의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한편 단기인 경우는 타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방식을 

택하였다.

  1971년에는 다시 장단기 구별을 폐지하고 모두 장기보유과세방식으로 통일하였

다가(Standford C. T. 1978) 1914년에는 다시 자본이득을 원칙상 타소득과 합산

해서 종합과세 하는 단기보유과세방식으로 바뀌었다. 법인의 경우는 30% 실효세율

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 후 1979년에 이르러 현행의 자본이득세를 창설하

여 독립세목으로 과세하고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를 보면 과세대상은 모든 형태의 자본적 자산에서 실현된 양도소

득으로서 토지 등, 자산의 매각, 양도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된

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제경비 및 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12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소비자가 물가지수에 의한 인플레 소득을 공제

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에서 양도손실이 무기한 이월공제(carry-over)되며 환부청구

(carry-back)는 허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를 보면 법인이외의 모든 

납세의무자의 양도이득에는 30%의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일

반소득과 동일한 통상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법인 양도이득계산은 자본

이득세법에 의하여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세액이 산출되도록 조

정된다(세부담의 형평을 위해 법인세율 52%에 30/52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따라서 자본이득세는 개인 및 법인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30%의 단일세율이 적

용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도 1986년의 미국의 세제개혁을 뒤이어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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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 개혁에 따라 1988년부터는 모든 양도소득을 일반소득과 함께 25~40%

의 2단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상당

한 규모의 양도소득공제(현재 개인 7200파운드)가 허용되고 있으며 물가연동공제, 

상속 시 양도소득세 채무의 소멸 등 다른 소득에 비해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다.

  1998년 3월에 다시 자본이득세가 개편되었는데 종전의 물가연동제가 폐지되는 

대신 자산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베이스 편입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주는 테이퍼

제도(taper system : 보유기간별 과세비율)가 도입되었다(Chennells Dilnot and 

Robak, 2000).

  이 밖에  벤처기업 등 특정한 형태의 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있

으며 단기투자라도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기간을 합산해서 테이퍼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영국재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고소득자들이 다른 자본소득을 자본이득

화 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2) 개발토지세

  1976년에 개발토지세로서 소득세와 법인세와는 별도의 세목으로서 부과하는 개

정이 이루어졌다. 과세표준은 1976년 8월 1일 이후부터 보수당 정부에 의한 개발

토지세법의 개정으로 현재 5만 파운드 초과의 개발이익에 60%의 비례세율이 적용

되고 있다.

  그러나 자선단체(Charities)와 등록된 친목단체, 연구기관, 공공단체의 양도이득

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며 개인용 주택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이득에 대해서는 산출

세액을 전액 면제한다.

  이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속 토지가 1에이커 이하인 1주택만을 소유

기간 중 거주하여야 하며 신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보유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업무용 자산의 대체취득 및 청산 등에 대

해서도 감면된다.

  법인이 업무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 1년 이내 또는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과세가 이연되고 대체자산의 취득비용이 양도차익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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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낮아져 사후에 과세된다. 한편 60세 이상의 사업자가 은퇴할 때 처분되는 양도

이득에 대해서는 5만 파운드 이내에서 양도이득세액을 감면하는데 이때 감면의 정

도는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사업 지속 간에 따라 다르다. 

 5) 독일의 양도소득세제

  독일에서는 1920년에 이미 현재의 소득세, 법인세 제도가 창설되었으나 자산양

도소득은 1925년 이후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되어 있다. 자본이득을 별도로 분리하

지 아니하고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독립적 근로소득 등을 얻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제공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함으로서 얻은 소득은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또는 독립

적 근로소득 등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사업용 자산 이외의 기타의 자산에 대하여는 투기행위가 아닌 한 당해 자

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에

도 사업용 자산과 투기적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개

인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 관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통상의 소득세율

에 의하여 과세 된다

  사업양도에서 생긴 소득은 최고 3만 마르크를 공제한 잔액과 다른 소득의 합계액

에 대하여 소득세의 실효세율의 1/2에 상당하는 세율로 과세하고 자본회사의 지분

양도에서 생긴 이득은 최고 2만 마르크의 공제액에 회사의 자본액이 정하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다른 이득에 대

한 세율과 같이 산출한 세율로 과세한다(차병권, 1992). 그리고 투기적 거래로부터의 

소득은 특히 개인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2년 이하 보유한 다른 자산 또는 

주식, 그리고 기간을 무시한 단기적인 판매행위와 선물매도행위로부터의 이득을 투

기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2년(부동산에 관한 민법상의 권리), 동산은 6개월(주식을 비

롯한 유가증권 및 금괴 등) 이상을 보유 산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이

러한 일정기간에 미달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투기적 거래로 하여 과세한다. 그리고 

사업소득 및 자산의 양도, 자본회사의 지분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은 다른 소득

에서 공제되지만 투기적 거래에서 생긴 손실은 동일한 연도 내에 투기소득에 한하

여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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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프랑스의 양도소득세제

  프랑스에서는 1949년까지 양도소득 및 손실에 대하여 개인의 과세소득으로부터 

제외되었으나 기업, 자유직업, 농업의 양도소득에 있어서는 과세소득에 포함 시켰

다. 1960년 초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거래에 수반하여 생기는 

양도차익이 정상적일 때에는 소득세, 비정상적일 경우에는 부동산증가세가  적용되

었는데 최근에는 자본이득을 일반소득에 합산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장기 보유한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해서 개인은 물가상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있고, 법인은 저율과세하고 있다.

  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보면, 사업용 자본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에 있어

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용 자산(토지)의 양도수익에 대하여는 10%의 비

례세율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통상세

율로 과세한다.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투기적 거래로 간주하여 중과한다. 다만 양도자가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때에는 비과세한다. 건축용지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

산하여 통상의 소득세율에 의하여 과세되며 자산양도소득이 5만 프랑 이하인 경우

에는 비과세이고 그것이 5만 프랑 이상이고 10만 프랑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프랑

과의 차액이 공제되며 다시 상속에 의한 양도는 50% 기타의 양도는 30%가 공제

된다.

  그러나 프랑스는 최근에 미국과 같은 제도를 취하고 기본의 양도소득에는 완전과

세를 하고 있지만 미국과 다른 점은 최고한도세율(ceiling rate)과 주식판매로부터 

개인에 의해 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의 1/2을 배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프랑스는 독일처럼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의 두 학설을 절충한 입장에

서 독자적인 과세소득의 개념을 세우고 있다(송인식, 1996). 1964년 노동당 정부

가 들어서자 증가세가 재거론 되어 1967년은 40% 1968년은 50%로 하는 토지증

가과징금제도가 채택되었다.

  그 후 1971년에 들어와 보수당내각의 등장으로 동 제도는 폐지되고 1973년에 

다시 노동당이 재집권하게 되자 개발이익의 환수 논의가 구체화 되어 1974년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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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소득세로서의 개발이익과세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1976년에 

개발토지세로서, 소득세 및 법인세와 별개의 세목으로서 부과하는 개정이 이루어졌

다(송인식, 1996).

3. 각국의 양도소득세제 분석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그 조세제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또한 복잡하다. 각국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세율 또한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의 규

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과세표

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

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 시 비용은 공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본, 

영국 등은 양도비용도 공제하여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프랑스 등은 각

각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두어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장기보유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단기보유토지의 

2년 미만 분 및 미등기전매의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만을 차감해 주고 있어 

양도소득공제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양도소득과세제도는 그 나라가 달성하고자 하는 토지정책상의 각종목표(지가안

정, 투기억제, 개발이익환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중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

냐에 따라 그 내용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며 동일 국가에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다. 양도소득세율에 있어서도 과세표준만큼이나 국가별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경우에는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그 세율의 적

용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미만일 

때에는 60%의 단일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보유기간 10

년을 기준으로 하여 미만일 때에는 40%의 세율과 종합과세시의 세율적용 분의 

110% 중에서 많은 것을 과세하고, 10년 이상일 때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

득금액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일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구별 없이 통상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1년 이상일 때에도 각 개인의 경우 양도차익의 40%만을 통상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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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공시지가제도공시지가제도공시지가제도공시지가제도

1. 공시지가제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정부는 다원화된 지가를 건

설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

원화되었던 자격제도도 감정평가사라는 단일자격을 일원화하였다 이 법률의 주요내

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 즉 표

준지를 선정한 후 토지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지가를 공시하고, 이 공시지가의 객관

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시지가는 관계기관과 평가전문가로 구성

되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토록 하였다.

  둘째, 공시지가는 일반인들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지표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평가업자 등 전문평가인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

게 되며,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의 조세부과, 수용보상 등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에

도 기준이 된다.

  셋째, 공시지가의 평가업무는 토지 관련정책의 기반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업

무이므로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감정평가사

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사의 자격은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

게 부여토록 하였다. 그리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지가고시와 토지평가사 관

련조항이 삭제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지만, 이미 공인감정사나 토지

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여 동일한 감정평가사의 자격

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넷째, 토지 등의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

정평가업자로 등록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영업조건을 

강화하였으며, 공시지가를 기초로 표준지 이외의 개별토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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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표준지평가와 개별필지평가의 연계장치(토지가격비준표)를 마련함으로서 비전문

가도 지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국가 토지정책 수행에 필요한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전국의 모든 필지를 

조사하는 것은 낭비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중에 표준이 될 만한 50만 필지를 

선정하는데 이를 표준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 표준지를 평가한 후에 평가된 필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한다.

  또한 매년 1월 1일을 가격시점으로 표준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에 평가 하도

록 하고 2월말에 공시 한다. 그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한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점을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등 공공용 

국공유지와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약 2,750만 

필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가격시점으로 5월 31일에 공시하는데, 개별공시지

가는 시군구 지가공무원이(건교부가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에다 표준지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 대상인 개별토지의 몇 가지 특성을 대입하여 거의 기계적으

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출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을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공공사업 등의 손실보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용될 수 없다.

3. 공시지가의 효력

  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등 지가평가에 있어 광범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조세부과 및 수용보상 등을 위하여 지가를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기준이 되고, 전문 평가인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가를 산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그 지표가 될 

수 있다. 공시지가는 전문자격자가 합리적인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공기관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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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지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의 거래가격, 담보가격 또는 보상

가격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구체적으로 토지의 관리, 매입(취득), 매

도(처분), 경매, 재평가 또는 분양시 토지평가의 기준이 된다.

  셋째,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를 위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의 가격심사와 표준가격 산정 등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전문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

준이 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지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지와 지

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토지가격비준표로 지가를 산정하게 한 것은 토지 관련조세의 과세시가표

준액을 가급적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신속하고 대량적으로 산정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평가된 지가의 불균형

  조사대상 토지의 일반적 토지이용 상황이나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 평가된 지가와 실제 거래가격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토

지평가 비율표에 의해서  전국의 토지를 평가함에 따라 대량평가의 속성상 부분적

인 편기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지목별, 용도별, 평가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커다란 축은 토지가치에 대한 정부

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가 제도를 확립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평성

을 제고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동산등기법의 현실 

  부동산등기제도는 물권의 현상(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널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함을 그 목적

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주된 토지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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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모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에

서 발표되고 있는 토지거래통계자료〈표9〉를 보기로 하자.

             〈표9〉2004년 전국 거래 주체별 토지거래 현황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거래통계자료』, 2005

  이와 같이〈표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거래 필지수 2,617,030 필지 중에

서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 건수는 1,907,270 필지로서 전체 거래 건수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대다수의 토지거래가 잠재적인 투기성

이 가미된 거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지거래통계현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부동산 즉 토지는 부를 쌓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소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민유지 소유자 중 상위 25% 계

층에서 전국토의 91%를 소유함으로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의 수혜계층은 

상위 소수의 부유층이므로 양도소득 자체에 대하여 상대적 저소득층은 빈곤감을 느

통계

년월 

구분
개인

개인

개인

법인

개인

기타

법인

개인

법인

법인

법인

기타

기타

개인

기타

기타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필지수

`04.01 170468 118258 8600 5579 26947 4457 164 5919 544

`04.02 215876 162346 9050 5215 25639 4028 188 8921 489

`04.03 254022 195020 11006 7741 29576 4979 207 4880 613

`04.04 239494 184437 11022 3839 30717 4750 276 4114 339

`04.05 232507 172659 13035 3337 30940 6368 211 5400 557

`04.06 255998 188974 12596 5526 36064 6545 237 5289 767

`04.07 205131 147683 8337 3959 34865 5633 335 3757 562

`04.08 203406 144885 8321 4673 33651 4492 242 6615 527

`04.09 171180 117140 8822 3669 31823 4779 178 4386 383

`04.10 206617 145872 8101 3779 37014 5452 891 5027 481

`04.11 217972 152374 9498 4670 36467 5077 392 8741 753

`04.12 244359 177622 11814 4624 33758 9037 400 6208 896

합  계 2617030 1907270 120202 56611 387461 65597 3721 69257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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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유층의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효과를 추구하여

야 할 과제가 정부에서 떠맡아야 할 숙제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정부의 행정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투기

에 시달려 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확고한 부동산정책이나 

법적인 부동산등기제도적인 측면의 항구적 개선방법이 없었던 것도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투기정책은 지나치게 경기와 연계시켜 대중요법 적으로만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투기 안정에는 성과는 있었겠으나 근본적인 투기 동결의 

처방으로는 미흡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는 경기성장을 원활히 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한정된 토지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하여 모든 부동산 투기를 원칙적으로 동결하

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사의 표명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토지정책은 장기적

이고 통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기관이 다원적일수록 정책

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을 볼 때 대다수의 토지거래자

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 

토지 투기에 대한 선호도가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항상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듯이 부동산등기법의 개선필요성은 소

수의 의견이었고 소수의 주장이었다. 부동산등기법의 개선은 항상 이론적인 측면에

서만 이루어져 왔고 실무적인 측면이 배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공신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등기의 공신력 인정문제는 등

기된 외형상의 권리관계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 비록 그 것이 진실한 권리관계

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신뢰를 인정하여 공시된 대로의 권리를 취득시킬 것인가

의 문제로서 현행 등기법은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등기부상의 권리

가 말소하였다 하여도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공

시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판례가 등기에 관하여 추정력을 인정한다. 

현행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착

오에 의한 위사표시(민법 제109조),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일응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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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도출되나 이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기위한 제도이지 공신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

의수탁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과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는 것은 부동

산 실명제도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뒷면

에서 기술하겠지만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것이

다. 

ⅥⅥⅥⅥ. . . .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문제점과 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개선방안

  1.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농지인 전, 답과 대지 및 임야 등의 거래는 정상

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인 공약사업이라든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등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지

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등하는 지가변동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지가변동 

폭이 아주 큰 수도권지역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

는 실질거래가격인 토지시장 시가가 1억원이라고 할 때 거래 성사는 1억 1천만원

에 이루어 졌을 경우 양도차익은 1천만원인 셈이다. 그러나 특정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폭등하여 1억원의 토지가격이 2억원에 거래가 되었을 시에는 양도차익이 

정상적인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 여기에서 중요시되는 

게 세법상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즉 1년 미만의 보유기간 안에 거래가 이루

어졌을 시에는 양도세부과 시 실 거래가를 적용하는데, 한국토지공사 토지거래통계

에 의하면 거의 90%이상이 보유기간 1년 이상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부과 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는 것이다. 다시 전자의 거래에 대하여 분석하여 본다. 1천만원의 양도차익은 정상

적인 양도세의 부과가 이루어 질 것이나, 1천만원의 10배인 1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기는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정상적인 양도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 원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있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억원에 대한 기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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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공시지가이지 2억원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투

기든 정상적인 지가이든 간에 개별공시지가 실질적인 거래가격의 변동 폭을 따라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양도소득세 부과산정 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 보기로 하자.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세부과 시 실거래 가격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등기

법의 등기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실거래 가에 대한 투

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행 토지거래 매매 시 검인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인이 담합에 의하여 허위기재가 일반적이고 물권변동의 형식적 서류로 활용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기제도개선방안으로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등

기부등본에 그대로 기입하여 거래금액이 공개됨으로서 진실된 거래금액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화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일종

의 거래금액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일 실거래 가에 의한 양도소득

세과세 시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거래 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입하더라도 허위기재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과권자는 거래물건 소재지의 지가변동률을 참고

로 하여 양도세부과 시 보정요인을 둠으로서 실질거래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매매당사자와 중개인의 토지거래가격의 허위기재 시 탈세에 대한 벌금 및 

처벌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함은 당연한 사항이며 실질거래가격의 부동산등기부등

본 기재의 효과로 국가 전체적인 토지의 실거래 가의 통계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

라 양도소득세과세 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활용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관심이 있는 토지의 실거래 가를 쉽게 알 수 있

게 됨으로서 실질적인 투자로 잘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조세수입의 투명성확보와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데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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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는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정책적인 목적에

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세제상 수차례에 걸친 개정은 있었지만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외국의 양도소득세제와 비교하여 볼 때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 차이점을 보이는 특징적 성격을 살펴보면

  현행 소득세체계상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에 대해서

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분류과세방식을 치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의 경우는 소

득의 일시적 현실화라는 이유 이외에도 투기억제를 위해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갖는다.

  그리고 이원적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취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최초로 시행된

1975년부터 1983년 개정 전까지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거래 당사자간의 실지거래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가액 즉 기준시가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1983년부터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기간 내에 예정신고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 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

록 하였다. 현재 기준시가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국세

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 등 이원적 방법이 있다. 즉 일반지역은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

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동 지역의 가액을 조사하여 배율을 고시한다.

  정부부과 과세 제도를 채택함으로서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의하

여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도록 하던 양도소득세제가 2000년 1월 1일 이후 양

도 분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누진세율을 들 수 있다. 이는 현행 양도소득에 관

한 세율은 자산의 2년 이상의 보유분과 2년 미만의 보유 분으로 나누어 그 보유기

간에 따라 그 적용세율을 달리하고 있다. 

  1988년 개정으로 세율을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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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40-60%)로 전환하고, 2년 미만 보유자산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최고세율 60%(미등기 양도자산 75%)로 적용하여 오

다가, 이후 개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20-40%), 미

등기 양도자산은 65%을 적용하여 오고 있다. 

  이는 이전보다 조세 공평이 다소 확보된 셈이나, 보유기간 2년을 기점으로 미만

은 상대적으로 중과하고, 그 이상은 경과한다는 단순성은 조세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본다.

  비과세 및 감면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비과세소득이란 당초부터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자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감면소득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 양도자나 매수자가 정부에 대해 감면신고 신청을 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본래의 목적을 해하지 않고 조세

의 공평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만약 그 범위가 지나치게 클 경우, 

양도소득의 개발이익환수의 효과가 그 만큼 축소되고 탈세의 여지를 남겨주게 되어 

오히려 공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양도소득세는 조세의 국고수입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부동산투기의 원상이 되기

도 한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하

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양도소득세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법률적인 측면이 개선방안 중의 가장 큰 해

답으로 제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였던 문제점으로 실거래가격을 들 

수 있다. 부동산 보유기간 그리고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의 문제해

결에 도움이 되었으나 가장 큰 문제였던 조세의 공평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실거래가격

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시 의무적으로 토지 및 건물등

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을 기입하도록 법제화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실질적인 부동산양도소득세의 과세가 형평성을 잃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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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시지가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가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짧은 평가기간과 평가인원의 부족

  공시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50만 표준지와 2,750만 필지를 수개월 내에 조사, 

평가하기란 공정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평가 담당 공무원의 비전문성 또한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

다. 구체적으로 표준지의 조사 평가에 참가한 감정평가사의 현황을 보면〈표10〉와 

같다. 특히 2,750만 필지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조사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수

성이나 토지이용상황 등에 관한 충분한 분석이나 검토 없이 지가의 조사와 산정이 

제한된 일정 하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보가 의문시되고 

있다.

〈표10〉공시지가 조사 평가 참여 인원 현황(단위 : 인, 필지)

 자료 : 건설교통부,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1991, 1992

 

 2)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객관성

  개별의 토지가격을 비전문가인 지방공무원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조사, 판

정하므로 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표11〉에서 보듯이 

`91년 개별지가열람 과정에서 이의신청된 2만 7,061건 중 51.8%가 `92년에는 3만 

9,254건 중에서 61.2%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것은 그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가조사요원을 대상으로 한 토지평가방법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     분 1990 1991 1992

참여인원 482 484 530

 1인당 평가필지 1,245 1,24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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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며 지가평가과정에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기로 하자.

               〈표11〉개별지가 이의신청 현황(단위 : 필지, %)

자료 : 건설교통부,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1, 1992

    토지시장에서 공시지가가 차지하고 있는 주 면목을 보면은 토지 자체가 이중성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토지는 곧 공시지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즉 건설교통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꾸준한 실거래가를 반영 차원의 개선방안을 내 놓고는 있으나 논란

이 많다. 자기 소유토지의 지가 상승을 주장하는 측면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반면에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측면의 토지소유자가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큰 문제점으

로 인하여 서로 상반 된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공시

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다. 즉 투기성 양도차익의 폭과 세금 즉 

조세형평이 국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즉 공시지가의 현실성을 반영한 지

가가 아니고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실거

래가 수준의 공시지가 평가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인적사항인 감정평가사의 

담당 물량 즉 필지수가 적정하게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담당자인 

공무원 전임 담당인력이 필수요원으로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 요구사항이

자 개선사항이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사항이 많은 만큼 공시지가의 평가

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성 있는 시스템적 공시지가 틀이 제대로 잡혀 실물자산의 토

지를 국민 누구나가 유효적절하게 팔고 살 수 있는 토지시장의 큰 기틀이 마련 되

구 분 의견제출 건수
처 리 결 과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1991
27,061

(100)

4,919

(18.2)

9,104

(33.6)

13,038

(48.2)

1992
39,254

(100)

6,591

(16.8)

17,439

(44.4)

15,234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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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토지정책차원에서 인적 물적인 투자가 개방적이고 현실성 있는 적극적 노력과 

법적인 입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I. VII. VII. VII. 결론결론결론결론

   

  이와 같이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계수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 등기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1부동산 1용지주의의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이라

든지 등기신청제도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와는 달리 등기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는 점, 그리고  등기신청 시 등기심사관의 형식적 심사권만을 부여하고 또한 

등기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면 신청주의를 취하고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을 

이원화시키는 특징을 가져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각각의 관계법령이 다

르고 소관청도 달라진다. 부동산등기의 경우는 법원이, 토지대장은 행정자치부 그리

고 건축물대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소관 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공시업무와 부동

산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시대 때 

토지의 강탈을 위한 목적으로 강제로 일본민법이 의용 되면서 처음 도입된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외국법의 계수를 통하여 형성된 일본 민법의 특징과 우리의 법

문화 사이에서 외국의 등기제도와는 다른 우리만의 등기제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토지거래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엿 볼 수 있

다. 양도차익을 노리는 토지매매행위는 투기로 이어지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불

러 오게 되어 공익사업목적의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서민들의 주택구입난을 가중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불법전매 등 투기를 통한 수많은 졸부의 탄생

은 사회적 위화감을 만연케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투기로 인한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근검절약해 오던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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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될 뿐만 아니 라, 사회규범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국민들의 총화의식이 결여되

고 위화감이 심화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투기의 발생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위화감이 심화되고 경

제 주체들 간의 단층현상이 심화될수록,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위축을 받게 되어 급

기야 국민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과열투기가 국

민의식에 끼치는 사회 심리적 영향은 그 어떠한 경제적 손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이다. 아울러 토지거래 투명성 확보는 첫째 부의 편재를 막고 둘째 부동산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첫째 토지거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부의 편재 측면을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

는 대상재화가 고가이므로 자본력이 있고 위험요소를 부담할 수 있는 일부 계층에 

의해 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의 편재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리고 일반적으로 실물자산의 가격이 등귀할 때 실물자산을 가진 자와 못가진자 사

이에 부의 불평등정도는 더욱 커지는 것이 상례이며, 특히 그 자산이 부동산과 같

이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개인 간 유통이 자유롭지 못하며 고가인 때에는 이러한 

부의 이전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부가 실물자산으로 환원될 때, 단

기에 있어 사회적 부의 총량은 일정한데 실물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진 자는 

그만큼 부를 추가로 더 점유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못 가진 자의 부에 대한 점유

도가 감소하게 된다. 

  둘째 토지시장에서 토지거래 투명성이 확보 되면은 부동산시장의 자율적 조절기

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모든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고 이 

가격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반응을 가짐으로서 장단기 시장의 균형이 유지된

다. 부동산시장 역시 마찬가지이나 투기적 수요만은 일반수요 특성과 달라 가격의 

동향에 대해 반대의 작용을 함으로서 정상적인 시장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가격의 상승은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상례이나 투기의 경우에

는 가격의 상승이 투기심리를 자극하여 오히려 수요가 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 수요가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실수요

와 투기수요의 탄력성의 차이로 인해 시장 내에는 누적적인 수요과잉으로 가격상승 

압박요인이 상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은 시장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토지의 투기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불균형하게 되고 그로 인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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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와 기업용 실수요용지의 확보가 곤란하며, 생산물원가가 상승한다. 서로우는 그

의 저서에서 국민 전체의 부는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이지만, 얻는 자와 잃

은 자 사이 의 소득불균형으로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위화감이 조성되며, 한탕주의 

환물심리,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총화의식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

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초점은 등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확

보 하여 토지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규범의 올바른 정립을 하자는데 있다.

  즉 토지 거래가 투명하여야 비로소 토지거래로 발생되는 양도차익의 소득인 양도

소득세의 탈세를 막아 공평부과가 이루어 질 것이고 정부는 조세수입의 확보와 부

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부

동산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안심하고 토지거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론에

서 기술한 바 있듯이 양도소득세제는 재정수요의 조달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세로 도입되어 1975년 양도소득세로 확대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거래 투명성과의 불가분의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이 올바르게 계상 및 과세됨으

로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나, 만약 토지투기와 관련된 토지거래에서 

양도차익이 투명성을 잃어버린다면 향후에도 토지 투기문제는 정부와 국민개개인간

의 큰 화두가 되어 질 것이다.

  그래서 토지거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앞장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한 바 있

다. “현행 토지거래 매매 시 검인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인이 담합에 의

하여 허위기재가 일반적이고 물권변동의 형식적 서류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기제도개선방안으로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기

입하여 거래금액이 공개됨으로서 진실된 거래금액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

정화 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일종의 거래금액을 등기부등

본을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일 실거래 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중요하게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등기제도 개선을 통한 부동산거래 투명성확보는 토지에 대한 장래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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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사 상승에 따른 장래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키

고 적어도 토지의 수익성이 다른 자산보다 불리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바람직한 시책은 기대이익의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가는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이나 도로철도의 정비 등에 따라 상승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대이익의 발생을 억제하려면 토지의 고유성이나 가격동결을 

행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경우의 시책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부분적

으로 기대이익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즉 

토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농지인 전, 답과 대지 및 임야 등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인 공약사업이라든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

공사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등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지가가 갑

자기 폭등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이렇듯 개발예정지역의 선취행위나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선행적 규정에 따라 투명한 토지거래를 통한 지가를 

투명하게 억제하여 장래의 기대이익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

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

액을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기입하여 거래금액이 공개됨으로서 진실로 거래금액이 

밝혀져 허위기재가 아닌 올바른 양도차익에 의한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보자

는 것이다.”이와 같은 연구 논문이 부동산정책의 연구와 운영에 다소나마 일조가 되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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