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쟁잠]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 -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시스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오픈

1. 블로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 두 7565 판결 소개 글 후속

대법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 60 조
제 1 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 2 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제 1 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 60 조 제 3 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 61 조부터 제 65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 61 조 제 1 항 제 1 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가 사정이 어려운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하기 시스템 오픈

국세청에서 2017. 7. 18. 오픈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올린 그 활용사례를 보면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활용 사례

4. 실무적 포인트 – 국세청 블로그 자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 해당 재산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 )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이 경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