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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2.04.27 조회수 1005 등록자박건도

1. 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기준일: 2022. 1. 1.

나. 결정공시일: 2022. 4. 29.

다. 공시사항: 주택소재지, 산정면적, 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 개별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나주시청 홈페이지 상단 참여민원 자주찾는 메뉴 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나주시청 세무과(과표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나주시청 세무과(과표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2.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2. 4. 29. ~ 5. 30.(32일간)

나. 신 청 자: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청장소: 세무과(과표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직접 인터넷 접수 가능

라. 신청방법: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제출

마.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및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3. 문의처

가. 개별주택가격 문의: 나주시청 세무과(061-339-8571, 8572)

나. 공동주택가격 문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붙임: 주택가격 공시 공고문 및 이의신청 서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암호화 사용중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공고문.hwp (935 hit/ 81.0 KB)
미리보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hwp (938 hit/ 44.0 KB)

미리보기

2022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공고문.hwp (923 hit/ 39.5 KB)
미리보기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hwp (930 hit/ 44.5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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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pkey=u4rYeK4pf&file_type=all&idx=81773&file=133649%257C133650%257C133651%257C133652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81773/133649/2022%25EB%2585%2584%20%25EA%25B0%259C%25EB%25B3%2584%25EC%25A3%25BC%25ED%2583%259D%25EA%25B0%2580%25EA%25B2%25A9%20%25EA%25B3%25B5%25EC%258B%259C%20%25EA%25B3%25B5%25EA%25B3%25A0%25EB%25AC%25B8.hwp?pkey=u4rYeK4pf
http://www.naju.go.kr/Viewer/133649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81773/133650/%25EA%25B0%259C%25EB%25B3%2584%25EC%25A3%25BC%25ED%2583%259D%25EA%25B0%2580%25EA%25B2%25A9%20%25EC%259D%25B4%25EC%259D%2598%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20%25EB%25B0%258F%20%25EA%25B0%259C%25EC%259D%25B8%25EC%25A0%2595%25EB%25B3%25B4%25EC%2588%2598%25EC%25A7%2591%25EC%259D%25B4%25EC%259A%25A9%20%25EB%258F%2599%25EC%259D%2598%25EC%2584%259C.hwp?pkey=u4rYeK4pf
http://www.naju.go.kr/Viewer/133650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81773/133651/2022%25EB%2585%2584%20%25EA%25B3%25B5%25EB%258F%2599%25EC%25A3%25BC%25ED%2583%259D%25EA%25B0%2580%25EA%25B2%25A9%20%25EA%25B3%25B5%25EC%258B%259C%20%25EA%25B3%25B5%25EA%25B3%25A0%25EB%25AC%25B8.hwp?pkey=u4rYeK4pf
http://www.naju.go.kr/Viewer/133651
http://www.naju.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81773/133652/%25EA%25B3%25B5%25EB%258F%2599%25EC%25A3%25BC%25ED%2583%259D%25EA%25B0%2580%25EA%25B2%25A9%20%25EC%259D%25B4%25EC%259D%2598%25EC%258B%25A0%25EC%25B2%25AD%25EC%2584%259C%20%25EB%25B0%258F%20%25EA%25B0%259C%25EC%259D%25B8%25EC%25A0%2595%25EB%25B3%25B4%25EC%2588%2598%25EC%25A7%2591%25EC%259D%25B4%25EC%259A%25A9%20%25EB%258F%2599%25EC%259D%2598%25EC%2584%259C.hwp?pkey=u4rYeK4pf
http://www.naju.go.kr/Viewer/133652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8178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81765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96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9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7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658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ew/notify?mode=view&idx=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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