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가치 변화

종합적으로, NSW 주 전역에 걸친 2020년 7월 1일까지 
12개월 내의 토지 가치는 1.74 조 달러에서 1.8조 달러로 
3.6% 증가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친 주거형 토지 가치는 전체적으로 4.0% 
증가했습니다. 기록적인 저금리로 인한 수요 증가와 
함께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2019년 감소 이후 반등한 
반면, COVID-19 유행병은 주거용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상업용 토지 가치는 전체적으로 6.6% 감소하였는데, 
이 감소는 주로 상업용 토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기 및 중기 수익 감소와 함께 COVID-19 
유행병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곳은 시드니 대도시 지역인 반면, 
지방 지역들은 COVID-19로부터의 영향이 덜 
했습니다.

산업 시장의 토지 가치는 주 전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5.5%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도로 또는 철도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시드니 시장과 
인접한 더 크고 좋은 위치 및 전자 상업에 대한 수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비도시 지역의 토지 가치는 4.8%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지속적인 상품 가격, 제한된 
공급, 양질의 농업, 혼합 경작 및 방목지에 대한 
한결같은 수요로 인한 것입니다.

계약직의 감정사 (Valuation contractors)

감정 평가 청장은 평가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합니다. 
NSW 주는 하나 이상의 지역 정부를 포함하는 18개의 
계약 지역으로 나뉩니다.

이 감정사들은 NSW 주 공공 부문 기관들을 위한 
엄격한 조달 지침에 따라 공개 시장 입찰 과정을 통해 
선택됩니다. 토지 가치를 제공하는 본 감정사들의 
명단은 valuergeneral.nsw.gov.au에 있습니다.

2020년 호주 부동산 올해의 평가 팀 수상 (API 

Valuation Team of the Year Award 2020)

VG NSW는 국내 및 국제 평가 관행을 깨고, 호주 부동산 
협회의 Excellence in Property Awards 수상식에서 
올해의 평가 팀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상은 평가 기준 적용의 우수성과 평가 팀 전체의 
모범적 경영에 대해 인정하는 상 입니다.

VG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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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의 토지 가치

감정 평가 청장은 NSW 주 전역에 걸쳐 260만 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2020년 7월 1일의 토지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토지 가치는 토지세 산출을 위해 세금 
관리청 (Revenue NSW)에 제출되었습니다.

카운슬들은 3년마다 평가를 위한 새로운 토지 가치를 
수령합니다. 감정 평가 청장은 평가를 위해 카운슬에 2019
년 7월 1일 자 토지 가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2019년 토지 
가치는 2019년 7월 1일 자의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것으로, 
2019 - 20년 산불이나 COVID-19 유행병에 의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2020년 7월 1일 토지 가치는 산불과 COVID-19
가 토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해당될 경우)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산불에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과 카운슬을 지원하기 위해, 
감정 평가 청장은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카운슬에 본 
2020년 7월 1일 자의 토지 가치를 제안했습니다. 두 곳의 
카운슬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즈음부터 이루어진 부동산 판매는 토지 
가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자의 토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된 부동산 
판매는 48,000 개 이상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그리고 비도시 지역 부동산의 
2019년과 2020년의 토지 가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valuergeneral.nsw.gov.au에 있는 본 기관의 토지 가치 
요약에서 가능합니다.

토지 가치 및 재산세 
감정 평가 청장은 토지 가치를 결정하며, 카운슬은 이 토지 
가치를 그들의 지역 정부 구역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감정 평가 청장은 카운슬을 위한 재산세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토지 가치의 변화가 반드시 재산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역 정부법 1993 (Local Government Act 1993)
은 카운슬이 납부자에게 재산세 부과 세율 구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유연성을 줍니다. 카운슬은 그들의 지역 
및 커뮤니티에 적합한 재산세, 요금, 수수료, 그리고 가격 
정책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운슬에 문의하십시오.

산불 및 COVID-19 지원 라인

만약 여러분의 부동산이 2019-20에 걸친 산불로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COVID-19에 의해 여러분의 
부동산 가치가 영향을 받았고 토지 가치가 
부정확하다고 믿는다면 저희의 전용 지원 라인 번호 
1800 458 8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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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평가 청장 (The Valuer General)
감정 평가 청장인 데이비드 파커 박사는 2020년 1월, NSW 
주의 평가 시스템을 이끌도록 NSW 주의 총독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파커 박사는 토지 평가 시스템 및 의무 
취득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 및 환경 
법원 위원 대행 및 사우스 오스트렐리아 대학의 부동산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감정 평가 청장의 주요 책임은 토지 평가 법 (Valuation  
of Land Ac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16 및 토지 취득 
(Just Terms Compensation: 공정 조건 보상 ) 법 1991 
(Land Acquisiton Act 1991).

2021년도에 대한 파커 박사의 초점은 투명성, 품질, 법률 
준수, NSW 주 정부의 고객 서비스 (NSW Government 
Customer Service) 공약 실현, 그리고 감정 평가 청장 
역할의 독립성 유지입니다.

 
감정평가청의 독립성

감정평가청은 토지세를 결정하는 NSW 주 정부와 
재산세를 결정하는 카운슬과는 독립적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감정평가청의 토지 가치 결정이 세금 및 
토지세 결정에 대한 NSW 주 정부와 카운슬의 역할로부터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청은 부동산 판매 정보를 사용하여 토지 가치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증거에 기반하도록 합니다.

토지 가치를 결정하는 동안 재산세 및 세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뉴사우스 웨일스  
(Service NSW)
이제 여러분은 Service NSW에서 Valuer General  
(감정평가청)의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토지 평가 정보 
및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Service NSW 센터에서 디지털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rvice NSW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서비스 센터에서 또는 전화 상으로 Valuer General 온라인 
서비스 작성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이서비스 (MyService) 계정이나 Service 
NSW 센터를 통해 전자적 등록을 하여 평가 통지 (Notice 
of Valuation)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 업데이트하기

아래 사항을 위해 방문하실 웹사이트: Valuergeneral.nsw.
gov.au:

• 여러분의 감정평가 통보서 (Notice of Valuation)를 
이메일로 수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여러분의 Notice of Valuation 수신을 위한 우편 주소 
업데이트하기

연락처

1800 110 038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30 - 오후 5:00

Valuer General NSW

PO Box 745

Bathurst NSW 2795

valuationenquiry@property.nsw.gov.au

저희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중요시 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의 평가 시스템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valuergeneral@ovg.nsw.gov.au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TIS National 131 450으로 전화하셔서 
통역사에게 본 기관 1800 110 038로 
연결 요청하십시오.
번역된 뉴스레터는 valuergeneral.nsw.
gov.au에서 가능합니다.

COVID-19 리포트

2020년 3월, 범 세계적인 유행병이 선포되었고, 병명은 
COVID-19 입니다. 호주는 유행병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봉쇄에 들어 갔으며, 이는 개인의 생활 방식, 업무 환경 및 
비지니스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감정 평가 청장은 2020년 7월 1일 자의 평가 
준비를 위해 COVID-19이 NSW 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부동산 시장은 COVID-19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들의 부동산 판매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검토를 통해, 모든 부문들의 판매 활동이 
감소했던 반면, 주거용 부동산 부문은 가장 활동적이고 
탄력적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약 30% 감소할 것이라는 언론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따르면 주택 부문의 LGA (지역정부 구역)의 
98%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비주거용 부문은 COVID-19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검토는 비교 가능한 적절한 판매가 없는 경우에 토지의 가치를 
낮추는 감정 평가 청장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 내용은 valuergeneral.nsw.gov.au 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 리포트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일어난 산불로 NSW 주 전역에 
걸쳐 540만 헥타르가 넘는 땅이 불에 탔습니다. 이 위기 이후, 
감정 평가 청장은 과거 산불이 토지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연구로 산불이 토지 가치에 미친 영향은 다음의 요인들을 
포함, 다양한 요인들에 의거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산불의 영향을 받은 지역 내의 부동산 위치

• 부동산 피해 규모

• 그 지역 내 토지 수요 정도

토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또는 전혀 변화가 없었거나 
토지 가치의 30%가 감소하는 등 다양했습니다.

이 연구는 산불 영향을 받은 지역의 토지 가치를 결정할 때 
참작됩니다. 이 연구는 valuergeneral.nsw.gov.au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십니까?
www.valuergeneral.nsw.gov.au를 방문하셔서 아래 
정보들을 참조하십시오: 

• 토지 감정 및 부동산 판매

• 평가 방법을 설명하는 정책

• 추세 및 가치 변동 에 대한 토지 가치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