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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조회하려면 "주소정보누리집" (링크 http://www.juso.go.kr)에 접속하여 확인바
랍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기초로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열람 개별주택가격열람 도로명주소안내 부동산중개업안내

조상땅 찾기 안내 비법인단체 신청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부동산중개수수료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지적재조사사업

 >  >  > 전자민원 분야별민원안내 지적(부동산) 개별공시지가열람

공시지가 검색 읍,면부터 순서대로 선택하세요.

읍,면 선택

읍,면 선택

리선택

리선택

필지선택

필지선택

지번입력

 - 

개별공시지가열람

(http://www.yeosu.go.kr)

/www/eminwon
/www/eminwon/field
/www/eminwon/field/land
/www/eminwon/field/land/official_land_value
/www/eminwon/field/land/official_land_value
/www/eminwon/field/land/housing_price
/www/eminwon/field/land/street_address
/www/eminwon/field/land/estate_broker
/www/eminwon/field/land/find_land
/www/eminwon/field/land/unincorporated
/www/eminwon/field/land/agency_guidance
/www/eminwon/field/land/agency_charge
/www/eminwon/field/land/permission
/www/eminwon/field/land/agency_self_audit
/www/eminwon/field/land/estate_law
/www/eminwon/field/land/project
http://www.juso.go.kr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2023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공시기준일 의견제출기간 결정 · 공시일 이의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 3월 21일 ~ 4월 10일 2023년 4월 28일 4월 28일 ~ 5월 29일

2023년 7월 1일 9월 4일 ~ 9월 25일 2023년 10월 31일 10월 31일 ~ 11월 30일

법정기간이 지나면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서식받기

의견제출서 hwp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hwp 다운로드

인터넷 가격민원 접수 안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바로가기

1단계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제출

2단계

접수

3단계

감정평가업자 검증

4단계

여수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단계

결과 통보

(http://www.yeosu.go.kr)

/download/www/mn030301_01.hwp
/download/www/mn030301_02.hwp
https://kras.go.kr:444/tcmngcpm/cafAffairsList.do?pageIndex=1&searchCondi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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