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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정부서 안내
세정과
팀명
세정팀

업무내용
세정 전반, 세수추계, 조례

전화번호
031) 940-4211~2

자동차세팀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031) 940-4231~4

재산세1팀

재산세 부과·징수(읍·면지역)

031) 940-8711~4

재산세2팀

재산세 부과·징수(동지역)

031) 940-4251∼3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031) 940-5611~3

과표팀

팩스번호
031) 940-4239

징수과
팀명

업무내용

전화번호

징수기획팀

지방세 수납관리, 일계관리 및 결산

031) 940-4261~3

세입관리팀

시금고관리, 세외수입 수납관리

031) 940-4291~3

지방세 체납관리 및 체납처분사항
(재산압류, 신용등록, 관허사업제한)

031) 940-4271~3,
4277

지방세체납팀

세외수입체납팀 세외수입 체납관리
기동징수팀

지방세 체납관리 및 체납처분사항
(공·경매, 번호판 영치, 인도명령)

체납실태조사팀 체납실태 조사

031) 940-4931~4

팩스번호

031) 940-4269

031) 940-4241~4
031) 940-4265~6

납세지원과
팀명

업무내용

법인지방소득세팀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분)

전화번호

031) 940-3711~4

취득세신고팀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민원창구
등록면허세(면허), 지방세 제증명 발급

031) 940-2911~5

취득세관리팀

취득세 사후관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031) 940-2901~3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031) 940-4281~2

세무조사팀

031) 940-3719

www.paju.go.kr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팀

팩스번호

031) 940-3751~2

※ 차량취득세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5436~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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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일반
지방세 개요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
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또한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누
어집니다.

지방세의 용도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
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비,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체계
보통세 :

•취 득 세
•레 저 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도 세
(6개 세목)
목 적 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11개 세목)

시 · 군세
(5개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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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보 통 세 : •자 동 차 세
•담배소비세

•재 산 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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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일람표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월별

납부할 지방세
납부할 국 세
•등록면허세(면허분)(1.31.까지)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31.까지)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25.
1월
까지)
- 연세액의 10% 공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9월 결산법인 : 1.31.까지)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 납부(3.3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3월
- 일시납부 : 연세액의 7.5% 공제 / 분할납부 : 1/4
(12월말 결산법인 : 3.31.까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2월 결산법인 : 4.30.까지)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까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 5.31.까지)

•소득세 확정신고(5.31.까지)

•제1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납기(6.30.까지)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월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 납부(6.30.까지)
(6.30.까지)
- 일시납부 : 연세액의 5%공제 / 분할납부 : 1/4
•재산세[주택(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7.31.까지)
※주
 택은 해당연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

7월 •주민세(재산분) 납기(7.1.~7.31.)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기(7.16.~7.3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3월 말 결산법인 : 7.31.까지)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25.
까지)

8월 •주민세(균등분) 납기(8.16.~8.31.)
•재산세[주택(나머지 1/2), 토지분] 납기(9.16.~9.30.)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기(9.16.~9.30.)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월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9.30.까지)
(9.30.까지)
- 일시납부 : 연세액의 2.5% 공제 / 분할납부 : 1/4
10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6월말 결산법인 : 10.31.까지)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25.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30.까지)

•자동차세(소유분) 납기(12.16.~12.31.)
12월
•자동차세(소유분) 분할납부(12.31.까지) : 나머지 1/4
•주민세(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레저세 : 다음 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 제조반출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주행분) : 다음 달 25일까지
•취득세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시, 면허 신청변경시
수시
•미신고누락세원 수시부과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12.31.까지)
•종합부동산세 납기(12.1.~12.15.)
•교통에너지환경세(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소득세 등(다음 달 10일까지)

www.paju.go.kr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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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방법

세목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분

등록면허세 면
허
분

(상속 또는 실종 6개월 이내)

신고납부 •등기등록하기 전

정기분

보통징수 •매년 1. 16. ~ 1. 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받기 전

비고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제30조
지방세법 제35조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43조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20일까지 / 5일 이내

지방세법 제71조 및
령 제76조

균등분
주민세

종업원분
재산분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선박항공기)

보통징수 •매년 8. 16. ~ 8. 31.

지방세법 제79조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84조의6

신고납부 •매년 7. 1. ~ 7. 31.

지방세법 제83조

보통징수

주택토지분 보통징수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매년 7. 16. ~ 7. 31.
(지법 제115조)

•매년 9. 16. ~ 9. 30.
(지법 제115조)

소 제1기분 보통징수 •매년 6. 16. ~ 6. 30.
유
분 제2기분 보통징수 •매년 12. 16. ~ 12. 31.

•도시지역분(지법 제112조)
-도
 시지역내 토지
건축물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0.14%
합산과세 규정

지방세법 제128조
지방세법 제128조

신고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시

지방세법 제137조

특별징수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지방세법 제95조

법인소득

신고납부

주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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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특정자원
특정부동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내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세법 제60조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보통징수 •재산세 납기와 같음

신고납부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시

보통징수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시

지방세법 제147조 및
자치단체조례
지방세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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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율일람표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원시취득
28/1,000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1,000, 농지이외 28/1,000
무상취득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등
23/1,000
그 밖의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부동산 원인의 취득
6억원 이하
10/1,000
주택
해당주택의
2
1
취득세
유상
6억원 초과
(
× - 3 ) × 
(지방세법
취득당시가액
3억원
100
승계
9억원 이하
제11조, 제12조)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취득
9억원 초과
30/1,000
비영업용 승용
70/1,000(경차 40/1,000)
비영업용 화물승합
50/1,000(경차 40/1,000)
자동차 그 밖의
영업용 자동차
40/1,000
자동차
이륜자동차
20/1,000(125cc 초과 50/1,000)
선박
20~30/1,000
기계장비
30/1,000(미등록 20/1,000)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유상
20/1,000(주택유상 50% 감면)
부동산
무상
15/1,000(상속 8/1,000)
이전등기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채권담보권
1/1,000
비영업용 승용
50/1,000(경차 20/1,000)
등록면허세 차량 소유권
그밖의 비영업용 화물승합
30/1,000(경차 20/1,000)
등록
(지방세법
영업용
20/1,000
차량
제28조,
선박
소유권의 보존
0.2/1,000
제34조)
기계장비
소유권의 등록
10/1,000
법인 설립
4/1,000(비영리 2/1,000)
법인등기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읍면 지역 : 4,500원 ~ 27,000원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레저세
승자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10/100
세목

담배소비세

담배(피우는 담배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액

(지방세법 제52조)
(지방세법 제69조)

주민세

균등분

(지방세법
제78조, 제81조, 종업원분
제84조의3)
재산분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종업원 급여총액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20개비(1갑) 1,007원 등
21/100
10,000원
50,000원 ~ 500,000원
5/1,000
1㎡당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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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2조)

7

세목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13,
제103조의20)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제112조)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
영 제131조)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세법
제146조)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8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종합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소득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보유(1년 ~ 2년 미만)
토지,
4%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건축물,
주택, 조합 입주권 4%
보유
부동산에
5%
관한권리, (1년 미만) 그 외
기타자산
상기 외
종합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국내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 + 1%
자산 미등기 자산
7%
양도
파생상품
1%
소득
종합소득세율 + 1%
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
(보유 2년 미만은
지정지역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3이상
위 세율과 4~5% 중
지정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높은 세율)
부동산가격 급등, 우려지역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국외 중소기업의 주식(출자지분)
1%
2%
자산 그 밖의 주식(출자지분)
파생상품
1%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법인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소득
3천원억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100
주택
1/1,000 ~ 40/1,000
토지
0.7/1,000 ~ 5/1,000, 40/1,000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등
40/1,000
건축물
공장 등
5/1,000
그 밖의 건축물
2.5/1,000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안의 토지, 주택,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의 1.4/1,000
승용자동차
영업용
18원 ~ 24원
비영업용
80원 ~ 200원
(cc당)
소유분
승합자동차(1대당)
25,000원 ~ 115,000원
화물자동차(적재정량)
6,600원 ~ 157,500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
260/1,000
특정부동산
주택·건축물·선박
4/10,000 ~ 12/10,000
지하수
채수량 1㎥ 20원, 100원, 200원
특정자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 당 1원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액
10/100 ~ 50/100
담배소비세
4,399/10,000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0/100
주택 유상 승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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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기본법
가. 지방소비세 세목의 특례 마련(제11조의2 신설)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중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
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 보전을 위하여 시
군구로 납입 또는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군세 또는 구
세로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금액을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제39조제1항)
고액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5년
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징수권에 대
해서는 10년으로 연장함.

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
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제57조제2항)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
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등으로 각각 세분화하여 조정함.

마.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합리화(제62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1)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양도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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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등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소유권 변동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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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일 이후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불합리하였음.
2) 자동차세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폐지일 이후인 경우
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함.

바.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보완
요지

개정내용

세무공무원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조사권 남용 금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해당조문
제80조제3항
<신설>

장부 등의
보관 금지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
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

제84조의2
<신설>

통합조사 원칙
명문화

국세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원칙적
으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특정 세목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제84조의3
<신설>

사.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제88조제1항제3호 신설)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정해진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아. 지방세 불복절차 개편
요지
시도 심사청구
제도 폐지

개정내용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군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시군
구세와 시도세 간 자기시정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함.

조세심판 전치주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를 반드시
도입 등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함.
(202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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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조문
제89조
제2항 등
제98조제3항
부터 제7항
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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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 확대(제89조제2항제1호)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세 관청의 재조사 이후 처분에 대해
서도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제93조의2 신설)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함.

카.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신설(제154조 신설)
국립대학에서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보는 특례 신설

지방세징수법
요지

개정내용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수행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해당조문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7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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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체류외국인 및
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해외이주 내국인에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
대한 납세증명서
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
제출의무 부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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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가.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합리화(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에서 등록지로,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
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변경함.

나. 취득세 과세표준 합리화 및 부족세액 징수 규정 보완(제10조제7항 신설, 제21조제1항)
1)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세무
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후에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조정(제11조제1항제8호)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

라. 1세대 4주택 취득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 배제(제11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마.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제도 개선(제60조)
전자적인 방식의 신고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 신고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앞당기고,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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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소비세 세액 인상 및 안분 비율 구체화(제69조제2항, 제71조 및 부칙 제2조)
1)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함.
2) 납입된 지방소비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되, 우선 납입하는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사.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제89조제1항제1호)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
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

아.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제도 도입(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후단, 제96조
제1항 후단,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 신설)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제10항 신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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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 제공(제95조제4항제5항, 제103조의5제4항

득세를 예정신고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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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

차. 지정지역의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 완화(제103조의3제5항)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제103조의5제1항 전단 및 제
103조의7제1항 전단)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함.

타. 증축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103조의9제2항)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
세를 부과하도록 함.

파.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도입(제106조의2 신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
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대상 토
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하.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제118조)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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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합산 특례 마련(제119조의3 신설)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로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너. 지역자원시설세 체계 개편(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
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
적으로 정비함.(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지방세 특례 원칙 명확화(법 제2조의2)
지방세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와의 연계성,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명확히 함.

나.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해당조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적용 대상 농업법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로 제한
하며,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

제11조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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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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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개정내용

해당조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함.

제22조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

제23조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제28조
제3항 <신설>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

제35조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제37조
제1항제7호
<신설>

라.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개정내용

해당조문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추징 사유를 정비함.

제45조
제3항 <신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
지로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율에 각각 100분의 10을 추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추징 근거를 마련함.

제46조

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개정내용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고, 취득세 추징 근거를 마련함.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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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제3항 <신설>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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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개정내용

해당조문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

제63조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

제64조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제70조
제4항 <신설>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제71조

사.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세 지원
개정내용

해당조문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함.

제74조
제4항,제5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제78조의3
<신설>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함.

제81조

아.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법 제85조제1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자. 취득세 추징 시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제178조제2항 신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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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

감면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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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단,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6조, 영 제5조)
○ 부동산(토지, 건축물),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골프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잔교,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건축물에 딸린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난
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
(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

시설, 부착된 금고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또는 등기등록한 자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시설은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 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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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지(지방세법 제8조)
○ 부 동 산 : 부동산 소재지

○차

량 :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

○ 기계장비 : 등록지

○ 골프회원권 등 : 골프장 등의 소재지

○ 과점주주 :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 항공기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각 회원권 :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 등록지
-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 :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4.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 과점주주 :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 지분율(또는 증가비율)
○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 사
 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취득세 계산례
사 례

취득세액 계산
•과세표준(A) : 200,000,000원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세     율(B) : 1%(취득가액 6억 이하이고, 취득물건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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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일 : 2020년 1월 1일 아파트 취득(유상거래)
•공동주택가격 : 200,000,000원
•신고가액 : 180,000,000원

납부하여야 할 세액(A×B) : 2,000,000원(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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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의 종류 및 시기(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종류

무상승계취득

취득의 시기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유상승계취득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계약
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단 서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화
 해조서인낙조서(해당조서
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②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정한 사서
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
③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④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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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
필증 교부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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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종류

취득의 시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
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
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
하는 토지의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공사준공 인가일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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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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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 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상속
부동산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상속 외의 무상취득
원시취득(매립, 간척, 건물신축 등)
그 밖의
원인의 취득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28/1,000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6억원 이하

10/1,000
(

부동산

주택유상
승계취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차 량

기계장비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2
1
× - 3 ) × 
3억원
100

※소
 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함.
<예시>
취득가액
×
조정율
(6억원 × 2/3억원 - 3) × 1/100
(7억원 × 2/3억원 - 3) × 1/100
(8억원 × 2/3억원 - 3) × 1/100
(9억원 × 2/3억원 - 3) × 1/100

= 취득세율
= 1.0000%
= 1.6667%
= 2.3333%
= 3.0000%

30/1,000

1세대 4주택 이상 해당 주택

40/1,000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나 그 밖의
영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70/1,000(경자동차 40/1,000)
50/1,000(경자동차 40/1,000)
40/1,000
20/1,000(125cc 초과 5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등록대상

30/1,000

미등록대상

20/1,000
20~30/1,000

선박

※ 취득세액 = 과세표준(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것 적용) × 세율

○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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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율

가•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및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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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율

나•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표준세율×3배]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다•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4배]

가와 나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나와 다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
[중과기준세율×2배]

○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제15조)
구 분
•환매기간 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및 개수
•과점주주의 취득
•시설대여업자의 차량 등의 취득
•지입차량 취득자의 차량 등의 취득

세율 적용 특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

※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7.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 취득세의 징수 : 신고납부 방법으로 함.
○ 취득세액 산출 :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세율 = 세액
○ 신고 및 납부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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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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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 안의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과밀억제권 안의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건축물을 증축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 발급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
- 골프장 : 등록한 날(사실상 사용한 날)
- 고급오락장 :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
○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구 분
무신고가산세
(지기법 제53조)
과소신고가산세
(지기법 제54조)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지기법 제55조)
중가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지법 제21조제2항)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1일 0.025%
80%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6조)
구 분
불성실가산세
(지기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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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3%) × 납부
지연일자 × 10만분의 25(0.025%)

가산세율
10% 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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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등기 · 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

허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

    ※ 면허분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2. 납세지(지방세법 제25조)
○ 등기 · 등록
•부동산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

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
: 면허부여기관 소재지

3.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
○ 등기 · 등록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9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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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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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된 금액
       ※ 다
 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함.

○ 면

허 : 면허의 종류(제1종부터 제5종까지)

4. 세 율
○ 면허분(지방세법 제34조)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읍면 지역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동 지역

45,000원

34,000원

22,500원

15,000원

7,500원

○ 등기 · 등록분(지방세법 제28조 ※ 취득과 무관한 등록의 경우)
구 분

세 율

소유권의 보존등기
소유권의
이전등기

부동산

유상

20/1,000(주택유상 50% 감면)

무상

15/1,000(상속 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채권담보권

차 량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
그밖의
차량

비영업용 화물승합
영업용

소유권 등록
법인 설립

법인등기

1/1,000
50/1,000(경차 20/1,000)
30/1,000(경차 20/1,000)
20/1,000
10/1,000
4/1,000(비영리 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 대도시 내 법인 등기는 3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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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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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30조 및 제35조)
○ 등기 · 등록분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면허분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과세기준일 1월 1일)
       ※ 면
 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
• 수시분 : 새
 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
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새
 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다음 연도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한
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10%를 공제한다.

6.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등기등록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10%~40% 및 1일 10만분의 25)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사례
질의
새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로의 변경에 따른 차량번호 등록이 「지방세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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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새 자동차 번호판 체계변경에 따른 차량번호 등록이 권리관계의 실질적 변동인 점, 기존 번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경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행안부 부동산세제과 -334(20190902)>
※ 그밖의 등록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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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40조)
○ 경륜경정경마소싸움

2. 납세의무자 : 한국마사회 등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
3. 납 세 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4.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42조)
○ 과세표준 : 승마승자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

율 : 10/100

5.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43조)
○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 장
 외 발매소에서 승마·승자 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그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100을
그 장외 발매소 소재지에 50/100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6.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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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
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9조)
○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2. 납 세 지 :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3.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4. 과세대상 및 세율(지방세법 제48조, 제52조)
과세대상

세 율

궐련(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1그램당)

36원

엽궐련(1그램당)
피우는
담배

103원

각련(1그램당)

36원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전자담배

연초 및
연초고형물

궐련형(20개비당)
기타형(1그램당)

물담배(1그램당)

628원
897원
88원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26원

○ 매월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그 다음 달 20일
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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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납부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6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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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1. 과 세 대 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2.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
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3.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4. 납 세 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5.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

율 : 과세표준의 21/100(부가가치세는 79/100)(부가가치세법 제72조)

6. 신고납부 및 납입(지방세법 제70조 및 제71조)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납

입:특
 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납입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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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하는 균등분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
하는 재산분과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균 등 분:매
 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재 산 분:매
 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2. 과세표준 및 세율
○ 균등분 (지방세법 제78조)  
구 분

개인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0,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
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
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www.paju.go.kr

법인

세 율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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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 (지방세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 세     율 :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 2배 중과)
• 면 세 점 : 해당사업소의 연면적 330㎡ 이하
○ 종업원분 (지방세법 제84조의2, 제84조의3, 제84조의4)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 세     율 :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
•면 세 점 : 최
 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징수방법(부과, 신고)
○ 균 등 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8. 16. ~ 8. 31.)
○ 재 산 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7. 1. ~ 7. 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종
 업원분·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0)를 합한 금액을
본세에 포함하여 보통징수 함.

주민세 비과세 대상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
기관,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균등분 납세의무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 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
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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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
 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구분

개인

납세의무자

납세지

소득세
납세의무성립 
납세의무가 있는 자 당시 주소지

법인세
사업년도 종료일
납세의무가 있는 자 현재 사업장 소재지
특별 소득세법인세의
징수 원천 징수의무자

법인

과세기간(시기)
매년 1. 1.~12. 31.

신고기한
그 다음해 5월

법령정관등에서
사업년도 종료일로
정하는 1회계기간
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대상 소득수입
다음달 10일
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13, 제103조의20)
구분

종합
소득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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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보유(1년 ~ 2년 미만)
4%
토지, 건축물,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부동산에
보유
주택, 조합 입주권 4%
관한권리,
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5%
(1년 미만)
부동산임차권
상기 외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 1%
국내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 + 1%
자산
미등기 자산
7%
파생상품
1%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종합소득세율 + 1%
조정지역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
(보유 1년 미만은 위 세율과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4~5% 중 높은 세액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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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세표준
국외
자산

세 율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원억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의 10%

법인
소득

4.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1.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채워 제공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소득세 신고완료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군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을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한번에 신고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신고 없이도 납부서 발송)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둠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 인정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서식(4))

업종별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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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입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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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4. 신고접수함 설치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소득세(국세) 신고서 작성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수기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0서식) 작성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납부서로 금융기관 납부

5.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산신고로 인정

6.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7. 신고가산세 면제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면제(2년간)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금액이 포함되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재
 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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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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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주택, 건축물분 등 재산세
1.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영 제109조)
○ 주 택 : 개별공동주택 가격×60%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2.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 주택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의 선적항(정계장) 소재지 및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3. 세 율(지방세법 제111조)
주 택
과세표준

건축물
세율

구분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 건축물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골프장·고급오락장
주거지역 내 공장
별 장
선 박·항공기
고급선박

4. 세율 적용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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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5/1,000
40/1,000
12.5/1,000
5/1,000
40/1,000
3/1,000
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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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 기(지방세법 제115조)
○ 주 택 : 매년 7. 16. ~ 7. 31.(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1/2)
매년 9. 16. ~ 9. 30.(나머지 1/2)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 16. ~ 7. 31.
     ※ 해당연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조례로 정함)

6.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주택 이외 토지 및 건축물 : 직전 연도 고지세액의 150％를 초과 못함.
    ※ 소
 유자 변경, 토지 지목변경(신규분할등록전환 등), 건물 면적 증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

○ 주 택 (지방세법 제122조) 	
• 3억원 이하 :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05%를 초과하지 못함.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10%를 초과하지 못함.
• 6억원 초과 : 직전 연도 재산세액보다 130%를 초과하지 못함.
       ※ 주
 택가격이 전년대비 동결 또는 하락하여도 세부담 상한으로 인하여 재산세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
2. 납 세 지(지방세법 제108조) : 토지의 소재지
3. 납 기(지방세법 제115조) : 매년 9. 16. ~ 9. 30.
4. 과세대상 구분(지방세법 제106조)
※ 토지의 이용형태에 따라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

나대지, 잡종지, 일반 법인소유 농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제외 농지임야
○ 별도합산 : 공
 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동지역만 해당, 읍면지역은 분리과세), 차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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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합산 : 별
 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 제외토지, 기준초과 공장용지,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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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 공장용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전, 답, 과수원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 목장용지(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 산림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등
• 골프장용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고율 분리과세)
• 종중소유 농지 및 임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5.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70%(공정시장가액비율)
6. 세 율(지방세법 제111조)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세율

구분

세율

5천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분리과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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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그 밖의 토지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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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13조)
○ 종합합산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 별도합산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제112조)
○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

재산세 물납 및 분할납부
물납(지방세법 제117조)
•대
      상：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재산세에
병기 고지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     법：재산세 납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신청
• 물납대상재산：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

재산세 분할납부(지방세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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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재산세에 병기 고지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     법：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납신청
• 분할납부：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
 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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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
차세가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25조 및 제135조)
○ 소유분
•관할구역에 등록 및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자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자(연장자 순)
•공매 후 매수대금이 납부되고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
•과세기간중 매매 및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등록시 : 양도양수인(기간별 안분)
•과세대상 차량(소유분)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차, 2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및 영 제131조)
○ 소유분(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 연간세액산출방법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 - 차령에 따른 경감률) = 연세액
  ※ 차령경감률 :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 그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 주행분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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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기 및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28조, 제137조)
○ 소유분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한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부과·징수
구분

과세기간

납

기

분할납부

제1기분

1월 ~ 6월

6. 16. ~ 6. 30.

3. 16. ~ 3. 31. / 6. 16. ~ 6. 30.

제2기분

7월 ~ 12월

12. 16. ~ 12. 31.

9. 16. ~ 9. 30. / 12. 16. ~ 12. 31.

        ※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 과세시 전액부과징수

-연
 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3월, 6월, 9월, 12월)
○ 주행분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가 산 세 : 납
 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 ~
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4. 자동차세 특례제도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 신규등록(신규등록일~기분말일), 말소등록(기분초일~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 양수의 경우

-중
 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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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계산 (日割計算) 제도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됨.(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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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이 되는 경우도 일할계산
가능
○ 연세액 한꺼번에 납부에 대한 공제
-연
 세액을 1월 중 일시(한꺼번)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
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음.
구 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1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1월 31일

연세액의 10%

3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3월 31일

연세액의 7.5%

6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6월 30일

연세액의 5%

9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9월 16일~9월 30일

연세액의 2.5%

○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差等課稅) 제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자동차세를
경감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차령기산일 : 1 . 1. ~ 6. 30. 사이는 1. 1., 7. 1. ~ 12. 31. 사이는 7. 1.
•차령계산

- 기산일이 1. 1. ~ 6. 30.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기산일이 7. 1. ~ 12. 31.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제1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불이익
-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으며,
-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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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ㆍ수리
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42조)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특정부동산 : 토지, 건축물, 선박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143조 및 제144조)
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광업권 등록 토지소재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부두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화력발전

화석원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건축물, 선박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특정자원

특정부동산

3.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 특정자원
과세대상
발전용수

10 세제곱미터 당

200원

온천수 세제곱미터 당

100원

기타 지하수 세제곱미터 당
지하자원
컨테이너

2원

먹는 물 세제곱미터 당

20원

채광된 광물가액

5/1,000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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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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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부동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4/10,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화
 재위험 건축물 2배 중과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4.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
○ 특정자원
- 지하수 : 분
 기별 지하수 사용량으로 산출하여 4, 7, 10, 다음 해 1월에 부과
징수
- 화력발전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 상한 등)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 납
 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사례
 	 질의 :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과세기준

회신내용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연소시키지 않고 연료 전지 방식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도 화석연료를
이용한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 납세의무도 있으며,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 석탄·석유계 연료를 포함한다)의 투입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 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정책과-3838(2016.10.20.)>

44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50조)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만 해당),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51조)
○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20/100
○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
 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0/100(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은 3배 중과)
○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자동차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40/100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 : 10/100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 : 30/100

3. 신고납부,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납부 : 취
 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
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세도 함께 고지서에 부기하여 부과징수

4.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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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징수 : 균
 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자 × 2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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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지방세 감면제도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조)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 취득세 : 50% 경감 (2020. 12. 31.까지)     ○ 농어촌특별세 : 감면분 비과세

2.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
등록면허세 면제 (2021. 12. 31.까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를 말함.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시설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함) 및 농산물선별처리시설

3.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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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歸農人)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조제4항)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1. 12. 31. 까지)
○ 취득세 : 50% 경감

○ 농어촌특별세 : 감면분 비과세

2.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이주한 해당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귀농인의 요건
①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③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3.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사유)
○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그
지역과 연접한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식품산업과 농업을 겸
업하는 경우 제외)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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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추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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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6조)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 취득세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2021. 12. 31.까지)
○ 취득세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2021. 12. 31.까지)
○ 농어촌특별세 : 감면분 비과세

2.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 이

○ 주택개량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 이하인 경우로 한정)

3.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취득일 이전에 개량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2169(2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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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7조 및 영 제8조)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1. 12. 31. 까지)
○ 취득세 · 자동차세 : 면제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2.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지특령 제8조 및 시도세 감면조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에 한함.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4.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 아래 중 최초 감면신청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5. 면제받은 취득세 추징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www.paju.go.kr

추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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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9조)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1. 12. 31. 까지 면제)
○ 취득세 면제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 면제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지
 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지특법 제177조의2) :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100%)되는 경우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단,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하는 제외)

2. 감면요건
○ 취득세 : 영
 유아 보육(유아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함.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 = 부동산 소유자)

○ 재산세
•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대상 부동산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3.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지특법 제178조)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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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 제22조의2)

1.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2021. 12. 31. 까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함)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동차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
 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2. 감면대상에 따른 감면범위
○ 일부 면제
• 일반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만 면제(초과시 초과분은 납부)
○ 전액 면제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지특법 제177조의2)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100%)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
율을 적용함(단,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하는 제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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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된 취득세 추징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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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9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0. 12. 31. 까지)
○ 취득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등록면허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 면제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 해당 단체

2. 감면대상자 및 내용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 대상자가 관계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함.

3. 대상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회,
419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특수
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4.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 부분 포함)
2) 1)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대부금 관련 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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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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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1. 12. 31. 까지)
○ 취득세 · 자동차세 : 면제
 단, 감면차량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2.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단, 지특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

3.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4. 감면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 아래 중 최초 감면신청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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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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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등 (지특법 제35조 및 제35조의2)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구분

감면
대상

감면
내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연금방식생활자금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제공하는 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이하인 주택의 경우
: 2021. 12. 31.까지
: 2021. 12. 31.까지
•등
 록면허세 75/100
재산세 25/100 경감
경감(400만원 이하
75/100, 400만원 초과
300만원 공제)
• 재산세 25/100 경감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농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 2021. 12. 31.까지
재산세 면제

-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시가격이
- 주택공시가격이
: 2021. 12. 31.까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에
: 2021. 12. 31.까지
: 2021. 12. 31.까지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100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에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에
공제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100 공제
25/100 공제

1가구 1주택인 경우
각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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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3조)

1.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 취득세 : 면제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

2.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자경농민 농지의 경우 2년 이내)
○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1.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 포함)
2.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 포함)를 말함.

3. 감면대상 지역
자치도 내의 지역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 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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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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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법 제46조)

1. 감면대상 및 감면요건
○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감면내용
○ 중소기업
• 취득세 : 60/100 경감(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70/100)
• 재산세 : 50/100 경감(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60/100)
○ 중견기업 : 취득세 및 재산세 35/100(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45/100)
○ 과밀억제권역외 대기업 : 취득세 및 재산세 35/100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45/100)

3.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사유)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은 2년) 이내에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기업
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6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7조의2)

1년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감면 - 제1항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합병일 현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서 그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 적용할
세율]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에 아래 경감율을 적용

1. 감면내용(2021. 12. 31.까지)
○ 일반과세 대상의 경우 : 100분의 50 경감
(예시) 취득가액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 50%] = 취득세액

○ 중소기업 간 합병 및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 : 100분의 60 경감

2. 합병 후 중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른 합병후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대도시내 법인 본점용 및 공장용 중과세대상 재산)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
하여 산정한 금액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사치성재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재산)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1) 승계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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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추징

2)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처분
3) 근로자수가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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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
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
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특수법인의 합병에 따른 감면 - 제2항
아래의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등록면허세 50% 경감

1. 감면내용(2021. 12. 31.까지)
○ 양수받은 재산 : 취득세 면제
○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한 등기 : 등록면허세 100분의 50 경감

2. 감면대상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3. 취득세 추징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1) 승계사업폐지
2)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처분
3) 근로자수가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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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등에 따른 감면 - 제3항
1. 감면내용
○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 2018년까지 : 면제
• 2019. 12. 31.까지 : 100분의 75 경감
• 2020. 12. 31.까지 : 100분의 50 경감 • 2021. 12. 31.까지 : 100분의 25 경감

2. 취득세 경감 : 100분의 75 경감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
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취득세 면제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 지특법 제177조의2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100%)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단,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하는 제외)

○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단서는 제외)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단서는 제외)
○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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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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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따른 감면 -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1. 감면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

소비성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은 제외)
▷ 주점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취득세 추징
취득일부터 5년(2018년까지는 2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
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함.
○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60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법 제58조)

1. 감면 및 과세특례 대상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 등을 하려는 자(제1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제2항)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경우는 벤처기업만 해당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려는 자(제3항)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도 포함함

○ 벤처기업(제4항)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감면 및 과세특례 내용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하려는 자
•	취득세 : 50/100 경감(2020. 12. 31.까지)
• 재산세 : 50/100 경감(2020. 12. 31.까지)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하고 각각 일반과세 세율을 적용(2020. 12. 31.까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려는 자
•	취득세 : 50/100(2020.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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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

• 재산세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10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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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 취득세 : 375/1,000 경감(2022. 12. 31.까지)
• 재산세 : 375/1,000 경감(2022. 12. 31.까지)

3.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
○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 등을 하려는 자(제1항)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 창업집적
지역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 집적지역지정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
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려는 자(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지특법 제178조에 따라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
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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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8조의2)

1. 감면대상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제1항)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소기업대상으로 한정)
• 감면내용
- 취득세 : 2022. 12. 31.까지 35/100 경감
- 재산세 : 2022. 12. 31.까지 375/1,000 경감
•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내용
- 취득세 : 2022. 12. 31.까지 50/100 경감
- 재산세 : 2022. 12. 31.까지 375/1,000 경감
•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취득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공
 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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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란 -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 및 영 제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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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58조의3)

1. 감면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아래의 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2.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
:2
 020. 12. 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벤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
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
 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 후 위 기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면 이에 해당됨.

3. 감면 세목 및 감면율(2020. 12. 31.까지)
○ 취득세 : 75/100 경감(창업벤처중소기업은 4년간 경감)
○ 재산세 : 해
 당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3년간 면제(재산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85%만 감면),
그 다음 2년간 50/100 경감(용도지역별 배율 이내의 부분)
○ 등록면허세 : 면제(2020. 12. 31.까지)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4년이내 출자자본증가 포함)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등기

창업일의 기준
▷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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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의 범위
○ 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합
 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여야 한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서 열거하는
24개 업종
         ※ 창
 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남은기간에 대하여 3년간 재산에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5.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www.paju.go.kr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65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8조)

1. 감면기간 : 2022. 12. 31.까지
2. 감면대상
○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
•	조성 전 단계 감면
:사
 업시행자가 개발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조성 단계 감면
:사
 업시행자가 개발조성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조성 후 단계 감면
:사
 업시행자가 개발조성사업이 끝난 후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의 감면
•	개발조성한 유치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감면

3. 감면대상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4. 감면요건감면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제1항)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1항)

•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5/100 경감
•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 재산세 35/100(수도권 외 지역 60/100) 경감
○ 개발조성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제2항)
•	신축증축 건축물
:취
 득세 35/100 경감, 재산세 35/100(수도권 외 지역 60/10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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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 재산세 5년간 35/100(수도권 외 지역 60/100) 경감
○ 사업시행자가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제3항)

•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 35/100 경감, 재산세 5년간 35/100(수도권 외 지역 60/100) 경감
•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 재산세 5년간 35/100(수도권 외 지역 60/100) 경감
입주하는 공장 등에 대한 감면(제4항)
○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유치지역, 조성된 산업
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하기 위한 토지와 건축물(2-가)
:취
 득세 50/100 경감
재산세 5년간 35/100(수도권 외 지역 75/100) 경감(2-다)
•	산업용 건축물 등의 대수선(2-나) : 취득세 25/100 경감

5. 감면된 세액 추징요건(취득세, 재산세)
○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
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하니하는
경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특법 제78조 각 항, 각 호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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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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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9조)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2021. 12. 31.까지)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취득세 면제
○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 경감
     ※ 취득세액이 200만원, 재산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85%만 감면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
전 시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 등록면허세 면제

2. 감면 등의 적용기준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
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

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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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80조)

1.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2021. 12. 31.까지)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 경감
      ※ 취득세액이 200만원, 재산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85%만 감면

2. 감면 등의 적용기준(규칙 제8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은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200㎡ 이상인 것
(수익사업용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포함)

○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함)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이전명령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봄
○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제외)

○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
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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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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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8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외국인투자
제1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제2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새만금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제2의2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2의3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2의4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2의5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2의6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2의7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

제2의8호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2의9호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3호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2022년 12
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함.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름.

1.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조세특
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은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제1항)
○ 취득세 산출세액 × 외국인투자비율 =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 재산세 산출세액 × 외국인투자비율 =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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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2항)
○ 취득세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00 감면
○ 재산세 :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

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

3. 사업의 양수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 조례에 따름(제3항제1호)
○ 취득세 :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30 경감
○ 재산세 :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100분의 50, 그 다음 2년 동안 100분의 30 경감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3항제2호)
○ 취득세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경감
○ 재산세 :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100분의 50,
그 다음 2년 동안 100분의 30을 경감

5.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6항)
○ 대한민국 국민 등이 해당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 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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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민 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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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
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 등
○ 외국인이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키프로스, 세이셸)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6. 감면세액의 추징(제12항)
①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②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④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기준(추징방법, 추징범위 등)
• 위 ①② 경우 : 주식 등의 양도일 또는 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 위 ③④ 경우 : 등록 말소일 또는 폐업일(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
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 위 ⑤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 위 ⑥⑦ 경우 :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세액은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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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이 친인척 등 소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소유되어
있고, 이들 과점주주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
로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되므로 지방세법에서는
과점주주가 되어 지분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지분만큼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1. 과점주주의 개념(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 특수관계인의 범위(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www.paju.go.kr

○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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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의무의 범위(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다.
○ 과점주주 아닌 자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기존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증가비율이 해당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 과점주주 → 일반주주(비주주) → 과점주주가 된 경우
•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과점주주 → 일반주주 →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시행령 개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에 대하여도 적용(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제3항 개정취지 반영)
          (적용사례) 1. 주식비율 80% → 40% → 90%로 변경시 10%(90-80%)만 과세
                         2. 주식비율 70% 과점주주 → 0 비주주(주주지위 상실) - 80%
과점주주 = 10% 증가분이 아닌 80% 전체비율로 과세

5. 과세표준
○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
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6. 과점주주 취득신고시 제출자료
○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대차대조표, 주식양도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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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지기법 제88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
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
니다.

이의신청 (지기법 제90조)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심사(심판)청구 (지기법 제91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www.paju.go.kr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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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함
(2021년부터 시행).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2020년까지 적용)
90일이내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등

90일이내

(30일 이내 결정)

(시군세, 이의신청 생략 가능)

90일이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내 청구)

(시군세)

(90일 이내 결정)

(90일 이내 결정)

90일이내
(도세, 시군세)

90일이내

납세자

90일이내

이의신청
도세 : 도지사
시군세 : 시장군수

(고지서 수령)

심사청구(도지사)

행정소송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90일 이내 결정)

90일이내

90일이내(도세, 시군세, 이의신청 생략 가능)
90일이내(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 가능)

90일이내

감사원심사청구

시군청 접수 → 도지사
→ 행정안전부 경유

(3개월 이내 결정)

90일이내

※ 과다신고 납부자는 경정청구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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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조회, 질의답변 등 정보검색이
가능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제공(전자신고납부 이용시간 - 07:00~23:30)

1. 전자신고
○ 전자신고는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을 자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대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는 서비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세목”을 선택 후, 신고서 작성

상단 “신고하기” 클릭

하단 “신고”를 클릭하면 전자신고

완료

○ 전자신고가 가능한 지방세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역자원
시설세, 레저세, 자동차세(주행분)

2. 전자납부
○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전국 자치단체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 납부하는 서비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하기

상단 “납부하기” 클릭

하단 “검색” 클릭하여 고지목록 확인 후 납부

상단 “납부결과”를 클릭하여 확인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선택 가능

www.paju.go.kr

“해당사항” 선택 후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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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신청
○ 전자신청은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자동납부, 자동차세 연납 등 지방세 관련
민원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서비스
지방세 환급신청
지방세 부과조정,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절차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 [환급신청]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신청 후 입금되는 시기 등 상세문의는 파주
시청 세정과(031-940-4211~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출금일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출금일 : 은행계좌는 23일과 납기말일 중 선택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23일에 출금됨.
○ 신청 절차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상단 [부가서비스]  [지방세 
자동납부]  [자동납부신청]

전자고지
지방세고지서(정기분)를 전자고지함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절차
    위택스 메인 [편의기능]  [전자고지신청]  [고지방법선택]

자동차세 일시납부 신청(1월, 3월, 6월, 9월 신청기간만 가능)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시 기간에 따라 연세액의 2.5%~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 절차
    ❶ 위택스 메인 [편의기능]  [자동차세 연납신청]
    ❷ 신규신청의 경우 : 신고납부 선택  신청정보 기입  차량정보검색 선택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금액 확인 후 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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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납부
○ 지방세납부시스템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으로 바뀌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통장 및 국내발행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조회납부 가능(다만,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에는 기기이용료 별도 부과)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납부 가능

○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
가능

1. 은행(CD/ATM) 납부 절차
○ 본인일 경우
카드ㆍ통장 투입
입력

지방세 선택

납부할 세금 선택

본인납부 선택

비밀번호

타인납부 선택

전자납부

납부할 세금 선택

납부

납부

○ 대리인일 경우
카드ㆍ통장 투입
번호 입력

지방세 선택

지방세 내역 화면표시

가상계좌 납부
○ 이용시간 : 00:30~23:30 입금가능(토요일, 공휴일 가능)
       ※ 단, 납기 익일은 00:00시 ~ 05:00시까지 입금불가

됩니다.
○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며, 계좌이체시 예금주는 과세관청(납세자)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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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면 납부되며, 실시간 수납처리

○ 같은 납세자가 여러건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총 합계 금액을 한번에
입금해도 각각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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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와 입금자가 상이해도 입금처리됩니다.
○ 동일금액이 2건 이상인 경우 합계금액으로 입금해야 하며, 건별로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는 파주시청 부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
○ 이용시간 : 07:00 ~ 23:30(365일)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ATM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개
 인 신용카드에 한하며, 사용가능 카드와 차감액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카드사에 
문의 후 납부요망.

스마트폰 납부
○ 앱에서 ‘스마트위택스’를 받고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거나 QR코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 필요)
     ※ 지방세세외수입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지로’ 앱 설치 필요

ARS 납부(☎ 031-940-5500)
○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00:00 ~ 23:30(토요일, 공휴일 가능)
○ 결제수단
• 신용카드(현대, 삼성, 신한, 국민, 하나, 농협, 롯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휴대폰소액결제(30만원 이하, 수수료 발생)
          ※ 결제 후 취소 및 할부개월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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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통장, 신용카드)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으로 납기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세목(정기분)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등록면허세(면허)
○ 통장 자동납부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방문(통장, 신분증 지참) : 거래은행 또는 파주시 지방세 민원실,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파주시청 지로번호 「7002357」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방문(신분증, 신용카드 지참) : 거래은행 또는 파주시 지방세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카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 사용 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등
     ※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 종류에 따라 자동납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자동납부 신청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
• 전액 납부방식으로 계좌 출금일에 잔액부족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승인일(23일)에 카드한도 초과로 미승인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www.p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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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안내
다문화가족 안내서

Q1. 지방세란 무엇인가요?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
니다.
○ 주요 지방세로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Q2. 외국인도 지방세를 내야 하나요?
○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러분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외국인의 정착 및 고용지원, 복지증대 등에 사용
됩니다.

Q3.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등의 압류에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하신 부동산과 차량
등을 매각하여 체납세금에 충당 됩니다.
○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부 록

있습니다.

Q4. 간단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은행에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서가 없어도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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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 ARS 전화(파주시 ☎ 940-5500)로도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Q5.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주택이나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 등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등록면허세를 매년 1월에 고지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된 세액으로 연 2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청납부 하시면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 및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고지된 세액으로 납부
•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된 세액으로 납부
○ 파주시에 주소가 있다면
주민세를 매년 8월에 고지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 또는 체류지를 둔 내외국인 세대주가 납부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됩니다.

○ 지방세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소유 부동산 관할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
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 지방세 문의는 파주시청 지방세콜센터(☏ 940-5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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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지방세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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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Tax Guide for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Q1. What is a local tax?
This tax is levied on all residents of local government so that local
government can provide various services such as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improving the local environment.
Major local taxes include acquisition tax, resident tax, and automobile tax
and other.

Q2. Do foreigners have to pay local taxes
Foreigners just like local citizens, must pay local taxes if they purchase or
own real estate or automobiles, etc.
The local taxes you pay are used for the provision of assistance for the
settlement and employment support, and enhancement of alien residents
welfare, etc.

Q3. What are the disadvantages of not paying local taxes?
Real estate, vehicles, salaries, deposits, etc. may be seized.
If you don't pay taxes despite the seizure of property, your real state assets,
vehicles and other properties will be sold to cover your arrears tax.
If the vehicle tax is unpaid, the license plate of the vehicle may be detained
and you will not be able to operate the vehicle until payment is made.
In particular, if you fail to pay local taxes without justifiable reason, you may
be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부 록

Q4. What is the simple and convenient way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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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pay at the bank conveniently.
You can inquire and pay by credit card or bankbook from CD/ATM device
without a bill.
You can also pay conveniently on the Internet.
You can inquire and pay through Wetax(www.wetax.go.kr), and internet
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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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also transfer and deposit to a designated virtual account.
You can also inquire and pay by calling ARS (☎940-5500, Paju).

Q5. What are the local taxes to be paid?
If you have acquired a house or a car
The acquisition tax must be reported and pai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r before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If you operate a business such as restaurant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shall be paid in the tax amount notified in
January every year.
If you own a car
The automobile vehicle tax shall be paid twice a year with the tax amount
announced in June and December every year.
* If you apply and pay the annual tax in advance in January, you can get 10% tax deduction.

Q6. Where can I inquire about local taxes?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local taxes, please contact your local
city, county or district office where you live and the property belongs.
For Paju city tax inquiries, please contact the Paju City Hall Local Tax Call
Center (☎ 940-5500).

www.paju.go.kr

If you own land, houses, buildings, etc
Property Taxes must be paid annually in the amount posted in July and
September.
Housing is paid in the declared tax amount in half of annual tax in July
and September.
Building is paid in July and lands in September.
If your residence address is Paju City
The Resident Tax must be paid in the amount of tax declared in August
every year.
The payment is made by domestic or foreign household owners with
domestic address or residence.
Foreigners are excluded when one year has not elapsed as of July 1st
every year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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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及多元文化家庭缴纳地方税 简介

Q1. 什么是地方税?
居住在地方自治团体的全体居民为协助地方自治团体提高居民福利，改善地
区环境等提供各种服务而必须缴纳的税款。
主要的地方税有所得税, 居民税, 汽车税等。

Q2. 外国人也需缴纳地方税吗?
外国人在已拥有或购买房地产及私家车时,都要缴纳相应的地方税。
所缴纳的地方税是用来支援外国人的定居，就业及福利等。

Q3. 如果不缴纳地方税会有什么损失?
房地产, 车辆, 工资, 存款等有可能被查封。
如果财产等被查封也不交税，本人被查封的房地产及车辆等会被出售充当税金。
滞纳汽车税的情况，吊销滞纳车辆的车牌到缴纳税金为止，车辆才可以行驶。
特别是没有正当理由滞纳地方税的情况，会受到禁止出入境的处罚。

Q4. 有简单方便的缴纳方法吗?
可以在银行方便地交纳。
没有通知书也可以在CD/ATM机上使用信用卡·存折进行查询·缴纳

부 록

可以通过网络方便地缴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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网址(www.wetax.go.kr), 可通过网上银行查询·缴纳。
可以通过往指定帐号转帐和无折存款缴纳。
可以通过ARS电话(坡州市 ☎ 940-5500) 查询·缴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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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一定要交的地方税有哪些?
如果购置住宅或汽车
所得税 从购置日开始60天以内或登记·登陆前为止必须申报·缴纳。
如果运营饭店等生意
登记许可税 每年1月 缴纳通知的税额。
如果拥有汽车
汽车税 每年6月和12月必须缴纳通知的税额，每年2次。
* 如果1月提前申请·交纳年税，可获得10%的汽车税优惠。

如果有土地，住房, 建筑物等
财产税 每年7月和9月必须缴纳通知的税额 。
住房 在7月和9月 每次缴纳通知年税额的1/2
建筑物在7月, 土地在9月分别缴纳通知的税额
如果住址是坡州市
居民税 每年8月必须缴纳通知的税额
在国内有住所或滞留地的韩国人·外国人户主缴纳.
如果是外国人，从外国人登陆日起到每年7月1日不足1年者 除外.

Q6. 在哪里咨询地方税?
与地方税相关的疑问事项，请咨询本人所有房地产的所在地或居住地的市·
郡·区政府。

关于坡州市地方税如有疑问，请拨打坡州市政地方税电话(☎940-5500)咨询。
www.p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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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および多文化家族のための地方税のご案内

Q1. 地方税とは何ですか?

地方自治体が住民の福祉向上や地域環境の改善など、様々なサービスが提

供できるよう地方自治体に居住する住民すべてが納付する税金です。
主要地方税としては取得税、住民税、自動車税などがあります

Q2. 外国人も地方税を払いますか?

外国人も内国人と同様に不動産、自動車などを購入したり保有していた

ら、該当する地方税を納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皆さんが納付する地方税は外国人の定着および雇用支援、福祉増大などに
使用されます。

Q3. 地方税を納付しなければどんな不利益を受けますか?

不動産、車両、給与、預金などが差し押さえ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財産などの差押えにも関わらず続けて納税しない場合は所有する不動産や

車両などを売却して滞納税に充当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自動車税が滞納した場合には滞納車両のナンバープレートを領置され、納
付するまで車両運行ができなくなります。
特に、正当な事由なく地方税を滞納した場合は、出国禁止処分を受けるこ
とがあります。

Q4. 簡単で便利な納付方法がありますか?
銀行で便利に納付することができます。

通知書がなくてもCD/ATM機器でクレジットカード·通帳で照会·納付が
부 록

できます。
インターネットで便利に納付できます。
ウィテクス(www.wetax.go.kr),

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で照会·納付

ができます。
バーチャル(仮想)口座への口座振替および振込みによる振込みも可能です。
ARS 電話(坡州市 ☎ 940-5500)でも照会·納付が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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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地方税にはどんなものがあります?
住宅や自動車を取得していたら

取得税を取得日から60日以内、または登記・登録をする前まで申告・納
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飲食店などの事業所を運営していたら

登録免許税を毎年1月に告知された税額で納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自動車を所有していたら

自動車税を毎年6月と12月に告知された税額で年2回納付しなければなり
ません。
* 年税額を1月に事前に申請・納付すれば自動車税額の10%が差し引きされます。

土地や住宅、建築物等を所有していれば

財産税を毎年7月と9月に告知された税額で納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住宅分は7月と9月に年税額の1/2ずつ告知された税額で納付
建築物分は7月、土地分は9月に告知された税額で納付
坡州市に住所があれば

住民税を毎年8月に告知された税額で納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国内に住所または在留地を置く内·外国人の世帯主が納付します。
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日から毎年7月1日現在、1年経過していない
ときは除外されます。   

Q6. 地方税の問い合わせはどこにしたらいいですか？

地方税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は所有不動産の管轄所在地または居住地の

市·郡·区庁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940-5500)にご連絡ください。

www.paju.go.kr

坡州市地方税のお問い合わせは坡州市庁の地方税のコール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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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ướng Dẫn Về Thuế Địa Phương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Người Nước Ngoài

Q1. Thuế địa phương là gì?
Là loại thuế tất cả người dân cư trú tại địa phương phải nộp để phục vụ cho thể
chế chung trong địa phương như cải thiện môi trường, nâng cao phúc lợi nhân
dân của địa phương đó.
Thuế địa phương chủ yếu bao gồm thuế thu nhập, thuế công dân, thuế xe ô tô
vv...

Q2. Người nước ngoài có phải nộp thuế địa phương không?
Người nước ngoài nếu sở hữu hoặc thực hiện mua bán nhà đất, ô tô, vv... thì phải
nộp thuế địa phương giống như người Hàn Quốc.
Tiền thuế mà các vị nộp được sử dụng vào việc hỗ trợ ổn định cuộc sống, hỗ trợ
việc làm, vv... cho người nước ngoài.

Q3. Nếu không nộp thuế địa phương sẽ có những bất lợi gì?
Có thể bị tịch thu nhà đất, xe cộ, tiền lương, vv...
Khi đã bị tịch thu tài sản mà vẫn không chịu đóng thuế thì số nhà đất và xe đó sẽ
bị chuyển nhượng để bù vào số tiền thuế còn nợ.
Trường hợp không đóng thuế xe ô tô thì biển số xe sẽ bị đình chỉ và không được
phép sử dụng xe tới khi nạp đủ số tiền thuế còn thiếu.
Lưu ý, trong trường hợp không có lý do chính đáng cho việc nợ thuế thì có thể
sẽ bị cấm xuất cảnh.

부 록

Q4. Có phương pháp nộp thuế nào đơn giản và tiện lợi?
Nộp thuế một cách dễ dàng thông qua ngân hàng.
Tra cứu và nộp thuế bằng sổ/thẻ tín dụng ở máy rút tiền tự động CD/ATM mà
không cần biên lai.
Nộp thuế thuận tiện thông qua mạng Internet.
Có thể tra cứu và nộp thuế qua internet banking tại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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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ộp thuế thông qua hình thức chuyển tiền qua tài khoản của sở thuế hoặc tài
khoản nộp thuế cá nhân.
Kiểm tra và nộp thuế thông qua tổng đài tự động (TP PAJU ☎ 940-5500)

Q5. Cần phải nộp những loại thuế địa phương nào ?
Nếu đã mua nhà hoặc ô tô:
Phải nộp Thuế mua tài sản trước khi ghi sổ-đăng ký hoặc trong vòng 60 ngày
sau khi mua.
Nếu đang kinh doanh nhà hàng ăn, vv...
Phải nộp Thuế đăng ký kinh doanh được thông báo vào tháng 1 hàng năm.
Nếu đang sở hữu ô tô:
Phải nộp Thuế xe ô tô đc chỉ định mỗi năm 2 lần vào tháng 6 và tháng 12.
* Tiền thuế năm sẽ được giảm 10% nếu đăng ký nộp thuế ô tô trước vào tháng 1.

Nếu đang sở hữu tòa nhà, nhà ở và đất:
Thuế tài sản phải nộp vào tháng 7 và tháng 9 hàng năm.
Phần thuế nhà ở được chia làm hai lần nộp vào tháng 7 và tháng 9.
Phần thuế tòa nhà nộp vào tháng 7, thuế đất nộp vào tháng 9.
Nếu cư trú tại TP PAJU:
Nộp Thuế công dân vào tháng 8 hàng năm.
Chủ hộ người Hàn Quốc/Người ngước ngoài có giấy lưu trú hoặc địa chỉ tại
Hàn Quốc có nghĩa vụ nộp thuế công dân.
Đối với người ngoại quốc kể từ ngày đăng ký lưu trú đến ngày 01 tháng 07
hàng năm vẫn chưa đủ 1 năm đc ngoại trừ việc nộp thuế.

đâu?

Mọi thắc mắc liên quan đến Thuế địa phương xin vui lòng hỏi tại Ủy ban thành
phố, quận/ huyện đang cư trú.

www.paju.go.kr

Q6. Những thắc mắc về Thuế địa phương có thể tìm hiểu ở

Câu hỏi liên quan tới Thuế địa phương tại tp PAJU vui lòng liên hệ tới số điện
thoại Ủy ban tp PAJU (☎ 94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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ពត័មានទាក់ទងនឹងពនធកនុងស្រក
ុ រំរាប់គរ្ ស
ួ ារពហុវប្បធម៏ និង ជនបរទទរ

Q1. ទតើពនធកនុងស្រកុ ជាអ្វ?ី

រឺជាពនធតែលពលរែធទាំងអ្រ់កំពុងររ់ទៅកនុងតំបន់

ចំបាច់គ្តូវតតបង់ជូនរោធភិបាល ទែើមបី រោធភិបាលអាចតក
តគ្ប្នូវបរិសាានកនុងតំបន់ ទអាយបានកាន់តតគ្ប្ទរើរទ ើង

និងពគ្ងឹងតផែករុខ្ុ មាលភាពរបរ់គ្ប្ជាពលរែធទអាយបានកាន់តតគ្ប្ទ

រើរ ក៏ែូចជា អាចផេល់ជូននូវទរវាកមមយ៉ាង ទគ្ចើនគ្ប្ទភទតាមរយោះ
ការគ្ប្មូលពនធកនុងស្រុកទនោះផងតែរ.

ពនធកនុងស្រុករំខាន់ៗ មានែូចជា ពនធទទួលបាន (បានទិញ

អ្ចលគ្ទពយ,រថយនេ-ល-),ពនធពល រែធ, ពនធយនេជំនិោះ (រថយនេ)
-ល-

Q2. ទតើជនបរទទរក៏ចប
ំ ាច់គត
្ វូ តតបង់ពនធកនុងស្រក
ុ តែររឺទទ?

ជនបរទទរក៏ចំបាច់គ្តូវតតបង់នូវពនធកនុងស្រុក ែូចពលរែធកនុង

ស្រុកតែរ,គ្ប្រិនទបើកនុង ករ ីទោកអ្នកបានទិញ ឬ រកាទុក ែូចជា

អ្ចលគ្ទពយ,រថយនេ ជាទែើមទ ោះ ទោកអ្នក គ្តូវបង់ពនធកនុងស្
រុកជូនែល់រោធភិបាលែូចគ្នន.

ពនធកនុងស្រុក តែលទោកអ្នកបានបង់ នឹងគ្តូវទគ្ប្ើគ្ារ់ទែើមបីពគ្
ងឹងតផែករុខ្ុមាលភាព, គ្ទគ្ទង់ ែល់តផែកការងារ និង គ្ទគ្ទង់ែល់ការមកែ
ល់របរ់ពលរែធជាជនបរទទរ.

Q3. គ្បរ្ និ ទបើមនិ បង់ ពនធកនុងស្រកុ ទទទ ោះ ទតើនងឹ គ្តវូ ទទួលផល
부 록

ប៉ាោះពាល់យា៉ ងែូចទមេចខ្លោះ?

រោធភិបាល អាចនឹងគ្តូវទធវើការរឹបអ្ូរនូវ អ្ចលនគ្ទពយ, យនយនេ,
គ្ាក់តខ្, គ្ាក់រនសំ -ល- របរ់ទោកអ្នកបាន.

គ្ប្រិនទបើ ទោកអ្នកទៅតតមិនបង់ទទទ ោះ, រោធភិបាលនឹងបនេទ
ធវើការរឹបអ្ូរនូវគ្ទពយរមបតេិ របរ់ទោកអ្នកបនេទទៀត, ទហើយ

អ្ចលនគ្ទពយ,យនយនេតែលទោកអ្នកមានទ ោះនឹងគ្តូវលក់ ទហើ

92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យទឹកគ្ាក់តែលទទួលបាននឹងយកទៅបង្គងរប់ទលើចំនួនទឹកគ្ាក់ពនធ
តែលទោកអ្នកមិនបានបង់.

កនុងករ ី ទោកអ្នកមិនបានបង់ពនធរថយនេ តាមកាលកំ ត់ទទទ

ោះសាលកទលខ្រថយនេរបរ់ ទោកអ្នកនឹងគ្តូវទធវើការែកហូត

ទហើយរថយនេរបរ់ទោកអ្នក នឹងមិនអ្នុញ្ញាតទអាយទចញ ចរាចរ
៏បានទទ លុោះគ្តាតត ទោកអ្នកបានបង់ពនធរួចរពវគ្រប់.

ជាពិទររ, គ្ប្រិនទបើកនុងករ ី ទោកអ្នកមិនបានបង់ពនធកនុងតំបន់

តាមទពលទវោកំ ត់ ទោយគ្នមនមូលទហតុរមស្របណាមួយទទទ ោះ

ទោកអ្នកអាចនឹងគ្តូវបានរទគ្មច ទោយមិន អ្នុញ្ញាតទអាយចូលម
កកនុងគ្ប្ទទរទទៀតទ ើយ.

Q4. ទតើមានមទធោបាយ ណាខ្លោះ ទែើមបីការបង់ពនធ អាចែំទ

រើ ការទៅបានគ្បក
្ បទោយភាពងាយស្រល
ួ ?

ទោកអ្នកអាចបង់ពនធទោយមទធោបាយងាយៗ តាមរយោះធ
គ្នរបាន.

ទោកអ្នកអាចបង់ពនធ.តរវងរកបាន តាមរយោះកុងធ គ្នរ.កាតធ

គ្នររបរ់ទោកអ្នក តាមរយោះទូរ CD/ATM ទោយមិនចំបាច់មានឯក
សារបងារប់បង់គ្ាក់ពនធទ ើយ.

ទោកអ្នកក៏អាចបង់ពនធ តាមរយោះការទគ្ប្ើគ្ារ់គ្ប្ពនធ័អ្ុីនធឺទ
តបានផងតែរ.

ទោកអ្នកអាចបង់ពនធ.ពិនិតយបាន

តាមរយោះការទគ្ប្ើគ្ារ់អ្ុីនធឺទ តតប៊ែងឃីង ទោយចូល
ទៅកាន់ទរហទំពរ័ វីទថករ៏ (www.wetax.go.kr).

ទោកអ្នកក៏អាចបង់ពនធបាន តាមរយោះការទវរគ្ាក់ទោយមិនទគ្ប្ើ
ត់.

មួយវិញទទៀត អ្នកក៏អាចបង់ពនធ.ពិនិតយបាន

តាមរយោះការទៅទូររពទ័ ARS ទៅកាន់ (សាោគ្កុងផាជូ ☎☎ 940 -5500)
បានផងតែ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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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ទតើពនធកនុងស្រកុ តែល ចំបាច់គត្ វូ តតបង់ទ ោះ មានអ្វខី ល
្ ោះ?
គ្ប្រិនទបើកនុងករ ី ទោកអ្នកបានទិញលំទៅោធន ឬ រថយនេ

រំរាប់ពនធទទួលបាន ទោកអ្នកគ្តូវតតរាយការ ៏.បង់ពនធទទួលបាន កនុងកំ
ុងរយោះទពល 60ថ្ថៃទោយរិតចប់ពីថ្ថៃទទួលបាន ឬ គ្តឹមមុនទពល
ចុោះបញ្ជី.ចុោះទ្មោះទទួលបាន.

គ្ប្រិនទបើកនុងករ ី ទោកអ្នកកំពុងតតទបើកែំទ ើរការ ែូចជាហាងអាហារ ឬអាជីវកមម ណាមួយ

ទោកអ្នកគ្តូវតត បង់ពនធចុោះបញ្ជីតាមចំនួនទឹកគ្ាក់តែលបានគ្ប្ការ
តែលនឹងគ្តូវបង់ទៅ តខ្មករា ជាទរៀងរាល់ឆ្នំ

គ្ប្រិនទបើ កនុងករ ីទោកអ្នកកំពុងតតមានរថយនេផាទល់ខ្លួន

ទោកអ្នក ចំបាច់គ្តូវតតបង់នូវពនធយនយនេ

តាមចំនួនទឹកគ្ាក់តែលបានគ្ប្ការ តែលនឹង គ្តូវបង់

ទៅទរៀងរាល់តខ្មិថុ និង តខ្ធនូ ទោយបង់កនុងមួយឆ្នំ 2ទលើក.

គ្ប្រិនទបើទោកអ្នកទធវើការរាយការ ៏.បង់ពនធនូវចំនួនទឹកគ្ាក់ តែ
លគ្តូវបង់កនុងរយោះទពលទពញមួយឆ្នំ ទោយបង់ទុកទៅតខ្មករា
ជាមុនទ ោះចំនួនទឹកគ្ាក់ពនធ តែលទោកអ្នកគ្តូវបង់រំរាប់រថយនេ
នឹងគ្តូវបានកាត់ចំនួន10%10%10%ទចញ.

គ្ប្រិនទបើ កនុងករ ីទោកអ្នកមាន អ្គ្នរ, ែី និង ផទោះផាទល់ខ្លូន

ទោកអ្នកគ្តូវតតបង់ពនធទលើគ្ទពយរមបតេិ (អ្ចលនគ្ទពយ )

តាមចំនួនទឹកគ្ាក់តែលបានកំ ត់ តែលគ្តូវបង់ទៅតខ្កកកោ និង
តខ្កញ្ញា ជាទរៀងរាល់ឆ្នំ.

រំរាប់ពនធលំទៅោធន គ្តូវបង់តាមចំនួន 1/21/2

ថ្នទឹកគ្ាក់តែលបានកំ ត់ទៅតខ្ កកកោ និង តខ្កញ្ញា
ជាទរៀងរាល់ឆ្នំ

រំរាប់គ្ប្ទភទអ្គ្នរ គ្តូវបង់ទៅទរៀងរាល់តខ្ កកកោ,

부 록

គ្ប្ទភទែីធលី គ្តូវបង់ទៅទរៀងរាល់តខ្កញ្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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គ្ប្រិនទបើកនុងករ ី ទោកអ្នកមានអារយ័ោធនជាក់ោក់ រាិតកនុងគ្កុងផាជូ
ពនធពលរែធ តគ្មូវទអាយបង់ទៅទរៀងរាល់តខ្រីហា
តាមចំនួនទឹកគ្ាក់តែលបានកំ ត់.

ពនធទនោះ តគ្មូវទអាយទមគ្រួសារ ជាពលរែធកនុងស្រុក.ជនបរទទរ

តែលកំពុងសាែក់ទៅ ឬមាន អារយ័ោធនជាក់ោក់កនុងគ្ប្ទទរទាំងអ្រ់
ចំបាច់គ្តូវតតបង់.

កនុងករ ីជាជនបរទទរ គ្តូវបង់ទៅថ្ថៃទី 01 តខ្កកកោ

ជាទរៀងរាល់ឆ្នំ ទលើកតលងតត កនុង ករ

ីបានចុោះទ្មោះជាជនបរទទរ មានរយោះទពលមិនទាន់ទលើរពី
1ឆ្នំ.

Q6. គ្បរ្ និ ទបើមាន ចំងល់ពាក់ពនធ័នងឹ ពនធកនុងស្រកុ ទតើគត្ វូ ទំ
ក់ទន
ំ ងទៅកាន់កតនលងណា?

កនុងករ ី ទោកអ្នកមានចំងល់ ទាក់ទងនឹងពនធកនុងស្រុកទ
ោះ ទោកអ្នកអាចទំ ក់ទំនង ទៅកាន់សាោគ្កុង.ខ្ ឌ័.ឃុំ/

រងាកត់ ឬ អាចទំ ក់ទំនងទៅកាន់ការិយលយ័អ្ចលនគ្ទពយ
តែលមានទីតាំងទៅជិតទោកអ្នក.

រំរាប់ពត័មានទាក់ទងនឹងពនធកនុងស្រុកថ្នគ្កុងផាជូ រូមទំ

ក់ទំនងទៅកាន់មជឈម ឌល ពិទគ្គ្នោះតផែកពនធកនុងស្រុកគ្ប្ចំ
សាោគ្កុងផាជូ តាមរយោះទូររពទ័ទលខ្(☏ ☎☎ 94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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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절세(節稅) 테크닉
첫번째 TIP
미리내고 할인받자!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는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가 할인
공제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년치 세금의 1/2씩 납부하도록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
되고 있으나, 1월중에 모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할인공제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신규 발급 또는 변경하거나, 해당 신고 등록면허세와 함께 그 다음연도의
1월에 납부할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의
1월에 납부할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10%를 할인공제 받는다.

지방세 선납할인 공제제도 안내
○ 자동차세 일시납부 할인공제율 및 신고납부 방법
• 할인공제율 조견표
구 분

신고납부기간

할인·공제율

1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1월 31일

1.1.~12.31. 세액의 10%

3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3월 31일

4.1.~12.31. 세액의 10%

6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6월 30일

7.1.~12.31. 세액의 10%

9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9월 16일~9월 30일 10.1.~12.31. 세액의 10%

• 신고납부 방법
부 록

- 세정과 자동차세팀에 전화신청(940-4231~4)시 선납고지서 발송
- 전년도 일시 납부자에게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고지서 일괄 송부
•할인공제액 산출예시(2019년 1월 1일 2,000cc 신차 구입분 1월 선납 시)
- 연세액 400,000원(배기량 2,000cc × cc당 세액 200원) × 10% =
40,000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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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분 등록면허세 일시납부 및 신고납부 방법
• 면허증서를 교부 받기 전 시청(납세지원과) 지방세민원실에 신고납부시 신청

두번째 TIP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자!
모든 세금은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만일, 기한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와 가산
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기한내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로 지방세 납부에 있어 기한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세방법이다.

지방세 세목별 신고납부기한
시기

월별 신고·납부 세목

납기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선납(신청자에 한함)

1.16 ~ 31.

3월

자동차세 선납(신청자에 한함)

3.16 ~ 31.

4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 30.

5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 31.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 자동차세 선납(신청자에 한함)

6.16 ~ 30.

7월

재산세(주택분 50%, 건축물)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7.16 ~ 31.

8월

주민세(균등분)

8.16 ~ 31.

9월

재산세(주택분 50%, 토지분 100%)

9.16 ~ 30.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2.16 ~ 31.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화력발전)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지하수)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

매월
분기별

www.p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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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월별 신고·납부 세목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시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시, 면허 신청·변경시

수시

납기
지정 기일

신고납부 지방세 미납부시 수시 부과분 납부
자동차 매매시 자동차세 수시 부과분 납부

매월 말일

기타 누락 및 추징에 따른 부과분 납부 등

가산세율과 가산금율
○ 지방세 가산세율 및 가산금율
• 가산세율
- 신고불성실 : 산출세액 × 10 ~ 40%(무신고, 부정과소신고)
- 납부불성실 : 산출세액 × 1일 0.025%
• 가산금율
- 가 산 금 : 기한내 미납부액 × 3%(1월차)
- 중가산금 : 기한내 미납부액 × 매월 0.75%(2월차 ~ 61월차)

세번째 TIP
과세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는 몇 가지만 관심을 갖는다면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
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있다.

부 록

특히, 지방세는 세목별로 과세기준일을 알아두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
하면 과세기준일은 그해의 세금을 누가 납부해야 하는 가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자를 6월 2일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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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 지방세 세목별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한
세목

구분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등록면허세

면허분

1월 1일

1. 16. ~ 1. 31.

주택분

6월 1일

7. 16. ~ 7. 31.(1기분)
9. 16. ~ 9. 30.(2기분)

건축물분

6월 1일

7. 16. ~ 7. 31.

토지분

6월 1일

9. 16. ~ 9. 30.

재산분

7월 1일

7. 1. ~ 7. 31.

개인균등분

7월 1일

8. 16. ~ 8. 31.

재 산 세

주 민 세

자동차세의 경우는 ?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치 세금을 제1기분인 6월(6. 16. ~ 6. 30.)과 제2기분인
12월(12. 16. ~ 12. 31.)에 2회에 걸쳐 나눠 납부하도록 부과되고 있다.
다만, 폐차 말소하는 경우 해당 기분의 세액을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중고자동차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해당 기분의 세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납부
하도록 정해져 있어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은 등록일이 된다.

네번째 TIP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등은 세금을 부과
하기 전에 미리 산정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www.paju.go.kr

부동산공시가격을 미리 챙기세요!

따라서,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사전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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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산정 의의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시장의 적정가격 형성, 지가산정 및 평가의 객관성, 토지정책의 실효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공시되고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시군구에서, 공동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결정 절차 및 일정
○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 절차 및 일정
구 분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① 토지 및 주택 특성조사

1. 1. ~ 2.10.

1. 1. ~ 1.15.

② 가격 산정 및 검증

2.13. ~ 4.6.

1.23. ~ 3.12.

’19.8.26.~1.15.
(조사 및 산정)

③ 열람 및 의견제출

4.14. ~ 5. 4.

3.19. ~ 4. 8.

3.12. ~ 4. 1.

5월 중순

4월 중순

4월 중순

5. 29.

4. 29.

4. 29.

5.29. ~ 6.29.

4.29. ~ 5.29.

4.29. ~ 5.29.

7. 27.

6. 26.

6. 26.

④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⑤ 가격 결정 공시
⑥ 공시가격 이의신청
⑦ 이의신청분 조정공시

부 록

○ 공시가격 산정기관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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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산정기관

파주시

파주시

국토교통부

토지정보과(지가팀)

세정과(과표팀)

한국감정원(경기서부)

031) 940-4971

031) 940-5611

031) 925-1472

담당부서
열람주소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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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TIP
지방세 감면요건을 체크하여 세부담을 줄이자!
지방세에는 국민생활의 안정, 사회복지 지원, 농어업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사유별 감면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감면사유 및 감면율
○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
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의 50%
○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100%(종전, 장애등급이 4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포함)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 그 외 승용자동차
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140만원 공제
○ 국가유공자 등이 관계 법률에 따라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
○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공시가액 6억
원 한도내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
○ 혼인신고일 5년 이내 취득하는 주택 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이 예정된 경우 거주 목적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취득세의 50%

세액 중 50만원을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공시가액 5억원 한 도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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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비영업용)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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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기타 감면항목 및 감면요건, 감면시한, 추징사유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TIP
지방세 중과세, 바로알고 대처하자!
지방세에는 국민생활의 안정, 사회복지지원, 농어업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세금보다 2 ~ 5배 더 무겁게 과세되는
중과세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는 사전에 중과세 요건을 따져보시고 의도와
다르게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 및 요건
○ 별장에 대한 중과세
요 건
•주거용 건축물로서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대지면적 660㎡ 이하인 농어촌주택 등은 제외

세목/중과세율
•취득세 : 적용세율 + 8%
•재산세 : 중과세율(4%)

○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부 록

요 건

102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 연면적 331㎡ 초과,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단독주택
대지가 662㎡ 초과, 건물가액 9천만원 초과 단독주택
- 전용면적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세목/중과세율

•취득세 : 적용세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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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요 건
•연면적 100㎡ 초과하는 유흥주점(캬바레, 룸싸롱 등)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 장소, 특수목욕장 등

세목/중과세율
•취득세 : 적용세율 + 8%
•재산세 : 중과세율(4%)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요 건

세목/중과세율

•저유장, 주유소, 유흥장, 극장, 4층 ~ 10층이하 건축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 산출세액의 2배 ~ 3배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한 중과세
요 건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 배출업소

세목/중과세율
•재산분 주민세
- 적용세율의 2배

※ 기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내 본점과 주사무소용 또는 공장용 신증축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중과가 있으나 파주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곱번째 TIP
지방세 불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나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재조사 등을 요구하실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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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다만, 요구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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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과 비과세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제90조)
• 부과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심판청구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제도 절차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90일이내

(30일 이내 결정)
90일이내(직접 심사청구 가능)
과세예고시
30일내 청구

납세자

90일

이의신청

(고지서 수령)

이내

(90일 이내 결정)

90일이내

심사청구
(도지사)

시군세

(90일 이내 결정)
90일

도세,
시군세

90일이내(직접 심판청구 가능) 90일이내

이내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부 록

90일이내(경유없이 직접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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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내

감사원심사청구

시군 접수 → 도지사 → 행정안전부 경유

(3개월 이내 결정)

90일이내

  ※ 과다신고 납부자는 경정청구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행정소송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여덟번째 TIP
과중한 납세부담, 덜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정해진 기간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재산세 등을 납부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고액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분납 및 물납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 재산세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비 고

1기분

7. 16. ~ 7. 31.

재산세의 1/2, 분할고지

2기분

9. 16. ~ 9. 30.

재산세의 1/2, 분할고지

건축물

7. 16. ~ 7. 31.

재산세 연세액, 일시고지

토 지

9. 16. ~ 9. 30.

재산세 연세액, 일시고지

주 택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때는 1기분으로 일시고지 함.

분납 및 물납제도
○ 분납·물납제도
과세대상

물 납

(요건)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재산세 납기 10일전까지 과세관청에 물납 신청

(대상)

과세관청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

(평가)

물납 부동산의 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결정)

신청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결정 통지

(요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에 분납 신청

(기간)

신청 금액은 납기가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

www.paju.go.kr

분 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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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분 납

(방법)

비 고
①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때
☞ 납기내 250만원, 2개월 이내 250만원
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할때
☞ 납기내 50%, 2개월 이내 50% 분납

유의사항
○ 지방세를 분납 또는 물납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가 유일하며, 재산세와
함께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신청 요건인 재산세 납부
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 1기분(6. 16. ~ 6. 30. / 연세액의 1/2)과 2기분(12. 16. ~12.  31.
/ 연세액의 1/2씩)의

2회 납부를 1/4씩 3월, 6월, 9월, 12월로 4회 분납하고자 하

는 경우 관할 과세관청 신청시 분할 고지 됨.

아홉번째 TIP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하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서비스는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바쁜 현대인들이 납기일을 지나쳐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세 제도”입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이란?
부 록

자동이체는 금융기관등 방문 없이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나 신용카드로 납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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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지방세가 자동으로 출금 및 결제되는 것을 말하며,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대신 e-메일 및 모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제도입니다.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세액공제 혜택
○ 파주시 세액 공제 혜택
•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460원
- 고지서 1장당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1,000원
             ※ 시·군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제액 상이

이런분들께 해당
○ 정기분 지방세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12월)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납부를 신청
하는 납세의무자(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제외)

신청방법
○ 자동이체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 접속후 자동이체 신청
• 가까운 금융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하여 원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자동
이체 신청
          ※ 전
 액 납부방식으로 계좌 출금일에 잔액부족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승인일에 카드한도 
초과로 미승인시 가산금 부과

○ 전자송달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 접속후 전자송달 신청
www.pa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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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TIP
더 내거나 덜 낸 세금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잘못 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정신고, 경정
청구, 기한 후 신고 제도 등을 두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수정신고
○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① 정당하게 신고하
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였거나 ②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
까지 수정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지방세
기본법 제49조)

○ 수정신고 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
된다.

경정청구
○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하였으나, ①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였거나 ② 정당
하게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부 록

후 5년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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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과세관
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1조)
○ 이 경우, 관할 과세관청에서는 기한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 주며,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 준다.

열한번째 TIP
제때 납부할 수 없다면, 납부연기 신청하자!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 할 여유가 없는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으므로 활용
하시면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한연장
○ 기한의 연장사유(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와 재해, 화재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www.paju.go.kr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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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연장 신청승인절차와 연장기간
•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과세관청에 신청
• 과세관청은 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기한 만료일까지 결정통지
• 연장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 미소멸시 6개월 이내 재연장

징수유예
○ 징수유예 등의 신청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와 재해, 화재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 유예 등의 신청승인절차와 연장기간
• 납세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을 과세
관청에 신청
• 과세관청은 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기한 만료일까지 결정통지
•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 미소멸시 6개월 이내 재연장

유의사항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시 유의사항
• 과세관청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승인조건 미이행 및 신청사유 소멸시에는 취소될 수 있음

부 록

열두번째 TIP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자!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추가부담이 발생되고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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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도래시 추가부담
○ 가산세 부담
• 납부기한이 자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5의 율(1년에 9.125%)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가산금(중가산금) 부담
• 납세자가 재산세와 같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회(45%)까지 추가 부과된다

체납처분 불이익
○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
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된다.
○ 또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① 허가면허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체납자는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해외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제공된다.
④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다.

www.paju.go.kr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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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일  2020년  3월
•발 행 처  파주시청
•발행부서  세정과
이 책의 내용은 2020년 1월 기준 지방세관계법 내용과
제도 및 개정안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책 발간 후 관계 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지방세 참고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