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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일반 
I 지방세 개요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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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02  지방세의 용도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육비,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3  지방세의 체계

•주   민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보 통 세  :

보 통 세  :

목 적 세  :

도  세
(6개 세목)

시�군세
(5개 세목)

지 방 세
(11개 세목)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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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일람표 
I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월별 납부할 지방세   납부할 국 세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1. 31.까지)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1. 31.까지)

   - 연세액의 9.15% 공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9월 결산법인 : 1. 31.까지)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25.까지)

3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 납부(3. 31.까지)

   - 일시납부 : 연세액의 7.5% 공제 / 분할납부 : 1/4

• 법인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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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제1기분 자동차세(소유분) 납기(6. 30.까지)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 납부(6. 30.까지)

   - 일시납부 : 연세액의 5%공제 / 분할납부 : 1/4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 30.까지)

7월

•재산세[주택(1/2),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7. 31.까지)

   ※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기(7. 16. ~ 7. 3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3월 말 결산법인 : 7. 31.까지)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 25.까지)

8월
•주민세(개인분) 납기(8. 16. ~ 8. 31.)

•주민세(사업소분) 납기(8. 1. ~ 8. 31.)

9월

•재산세[주택(나머지 1/2), 토지분] 납기(9. 16. ~ 9. 30.)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납기(9. 16. ~ 9. 30.)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9. 30.까지)

   - 일시납부 : 연세액의 2.5% 공제 / 분할납부 : 1/4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 30.까지)

10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6월말 결산법인 : 10. 31.까지)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 25.까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 30.까지)

12월
•자동차세(소유분) 납기(12. 16. ~ 12. 31.)

•자동차세(소유분) 분할납부(12. 31.까지) : 나머지 1/4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12. 31.까지)

•종합부동산세 납기(12. 1. ~ 12. 15.)

매월

•주민세(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레저세 : 다음 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 제조반출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주행분) : 다음 달 25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시설분) :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소득세 등(다음 달 10일까지)

수시

•취득세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시, 면허 신청�변경시

•미신고�누락세원 수시부과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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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  기 비 고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또는 실종 6개월 이내)

지방세법 제20조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등기�등록하기 전 지방세법 제30조

면
허
분

정기분 보통징수 •매년 1. 16. ~ 1. 31.
지방세법 제35조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받기 전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43조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20일까지 / 5일 이내 지방세법 제71조 및 령 제76조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매년 8. 16. ~ 8. 31. 지방세법 제79조

사업소분 신고납부 •매년 8. 1. ~ 8. 31. 지방세법 제83조

종업원분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84조의6

재산세

주택�건축물분
(선박�항공기)

보통징수
•매년 7. 16. ~ 7. 31.
   (지법 제115조)

•도시지역분(지법 제112조)

-  도시지역내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0.14% 합산과세 규정주택�토지분 보통징수

•매년 9. 16. ~ 9. 30.
   (지법 제115조)

자동차세

소
유
분

제1기분 보통징수 •매년 6. 16. ~ 6. 30. 지방세법 제128조

제2기분 보통징수 •매년 12. 16. ~ 12. 31. 지방세법 제128조

주행분 신고납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시 지방세법 제137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지방세법 제95조

법인소득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내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지방세법 제60조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법 제147조 및
자치단체조례

특정시설분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소방분 보통징수 •재산세 납기와 같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시

지방세법 제152조
보통징수 •부과징수 세목의 부과징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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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방세 세율일람표
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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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취득원인 구 분 조정지역 비(非)조정지역

주택유상
승계 취득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  

2/3억원 - 3) × 1/100

   -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계산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1세대 2주택
1,000분의 80

(일시적 2주택 제외)

1,000분의 10 ~ 

1,000분의 30

1세대 3주택 1,000분의 120 1,000분의 80

법인�1세대 4주택 1,000분의 120 1,000분의 120

증여ㆍ
무상취득
(상속제외)

3억원 이상 1,000분의 120 1,000분의 35

3억원 미만 1,000분의 35 1,000분의 35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 70/1,000(경차 40/1,0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화물�승합 50/1,000(경차 40/1,000)

영업용 자동차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125cc 초과 50/1,000)

선박 20 ~ 30/1,000

기계장비 30/1,000(미등록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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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 제34조)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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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

차량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 50/1,000(경차 20/1,000)

그밖의

차량

비영업용 화물�승합 30/1,000(경차 20/1,000)

영업용 20/1,000

선박 소유권의 보존 0.2/1,000

기계장비 소유권의 등록 10/1,000

법인등기

법인 설립 4/1,000(비영리 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읍�면 지역 : 4,500원 ~ 27,000원

동지역 : 7,500원 ~ 45,000원

레저세
(지방세법 제42조)

승자�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10/100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52조)

피우는 

담배

권련 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 1그램당 36원

엽권련 1그램당 103원

각련 1그램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사용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628원

연초�

고형물사용

권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지방소비세
(지방세법 제69조)

부가가치세액 21/100

주민세
(지방세법 

제78조, 제81조, 
제84조의3)

개인분 10,000원(조례로 정함)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

사업자

30억원 이하 5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000원

50억원 초과 2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사업소연면적(330㎡ 초과) 1㎡당 25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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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13, 
제103조의20)

종합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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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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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양도
소득

국내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부동산임차권

보유(1년 ~ 2년 미만)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4%(’21. 6. 1.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분양권 : 6%)

보유(1년 미만)

주택, 조합 입주권 4%(’21. 6. 1.이후 양도 : 7%)

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5%(’21. 6. 1.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7%)

상기 외
종합소득세율(’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6%)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 + 1%

미등기 자산 7%

파생상품 1%

조정대상

지역
 ※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옆 세율과  
4% 중 큰  
세액을 
적용

1세대 2주택 종합소득세율 + 1%
(’21. 6. 1.이후 양도 : 

종합소득세율 + 2%)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보유

1세대 3주택 이상 종합소득세율 + 2%
(’21. 6. 1.이후 양도 : 

종합소득세율 + 3%)
1세대가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

국외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법인
소득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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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주택 1/1,000 ~ 40/1,000

토지 0.7/1,000 ~ 5/1,000, 40/1,000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등 40/1,000

공장 등 5/1,000

그 밖의 건축물 2.5/1,000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안의 토지, 주택,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의 1.4/1,000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2021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 

영 제131조)

소유분

승용자동차
(cc당)

영업용 18원 ~ 24원

비영업용 80원 ~ 200원

승합자동차(1대당) 25,000원 ~ 115,000원

화물자동차(적재정량) 6,600원 ~ 157,500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액 260/1,000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세법 제146조)

특정자원

발전용수 10㎥당 2원

지하수

먹는 물 ㎥당 200원

목욕용수(온천수) ㎥당 100원

위 외의 물 ㎥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특정시설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소방분

건축물�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4/10,000 ~ 12/10,000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4층 ~ 10층 이하 
건축물

2배 중과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 3배 중과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주민세(개인분)�
재산세�자동차세액 

10/100 ~ 50/100

담배소비세 4,399/10,000

주택 유상 승계 취득
해당 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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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I 지방세기본법

가.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정비(제34조제1항제12호) :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가산세의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함.

나.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제35조의2 신설) :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비(제39조제1항, 제3항, 제4항) :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가 성립되는 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보완(제42조제2항 신설)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

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상속 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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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설정 

(제44조제2항, 제3항)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제55조제1항 및 제56조, 제55조제4항�제5항 신설) :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유사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규정함. 

사. 종중의 물적 납세의무 도입(제75조제3항 신설)

종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중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도 보완(제85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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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방세조합의 설립 근거 마련(제151조의2 신설)  

: 공포일(2020. 12. 29.)부터 1년 경과후 시행

전국적 단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집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함.

II 지방세징수법

가. 가산금 및 가산세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항,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제76조 

제4항, 제95조제2항) :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 및 중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

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제11조의2 신설) :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동일한 관할구역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전국 단위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출국

금지 요청, 체납�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의 명확화(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징수유예의 종류 및 요건을 지방세의 납기시작 전과 지방세가 고지된 후로 나누어  

명확히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를 신청 받았을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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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제39조의2 신설)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부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및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도입(제48조제2항, 제81조제9항, 제89조제3항 신설 및 제89조 

제2항)

체납자가 그 배우자와 공유하는 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 공유의 동산 및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공유자인 배우자에게 공매

재산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III 지방세법

가. 담배소비세 부과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제47조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

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1) 개인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

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

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개인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함.

3)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개인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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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 제103조의3제1항 

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 신설)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의 구분 기준을  

정비함.

2)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정하고,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하는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제92조제1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45로 함.

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혜택 기준 변경(제93조제1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

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방법 규정 

(제93조제17항 신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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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반영(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 신설)

1)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2)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에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보다 외국법인세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15년간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제10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제3호 삭제,  

제107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자. 주택분 재산세 세율 특례 신설(제111조의2 신설 등)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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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목별 안내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단,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취득세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6조, 영 제5조)

○ 부동산(토지, 건축물),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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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

만 해당),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

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또는 등기�등록

한 자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시설은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 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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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 기지의 소재지)

○ 기계장비 : 등록지 

○ 골프 등 각종 회원권 : 골프장 등의 소재지

○ 과점주주 :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 항공기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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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이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건축물을 건축(신축�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 과점주주 :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 지분율(또는 증가비율) 

○ 판결문, 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

    ※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취득세 계산례(1가구 1주택)

 사  례

•취 득 일 : 2021년 1월 1일 아파트 취득(유상거래)

•공동주택가격 : 300,000,000원        •신고가액 : 280,000,000원

 취득세액 계산

•과세표준(A) : 300,000,000원          •세     율(B) :  1%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A×B) : 3,000,000원(지방교육세 0.1% 300,000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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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의 종류 및 시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종류 취득의 시기 단  서

무상승계취득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②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

③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④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령에 따른 부

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

출한 경우만 해당)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계약 

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차량·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실수요

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

일 중 빠른 날

•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등기�등록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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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종류 취득의 시기 단  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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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 인가일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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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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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  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부

동

산

상 속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증여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매립, 간척, 건물신축 등) 28/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주택

유상

승계 

취득

1세대 1주택

(개 인)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해당주택의          2                  1
(                  ×������� - 3 ) × ����
  취득당시가액     3억원              100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예시>

         취득가액     ×     조정율       =  취득세율

  (6억원 ×  2/3억원  - 3) × 1/100   = 1.0000%

  (7억원 ×  2/3억원  - 3) × 1/100   = 1.6667%

  (8억원 ×  2/3억원  - 3) × 1/100   = 2.3333%

  (9억원 ×  2/3억원  - 3) × 1/100   = 3.0000%

9억원 초과 30/1,000

개 인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1% ~ 3%)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그 외

2주택 8% 1 ~ 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 인 12%

증여�

무상취득

(상속제외)

3억원 이상 12% 3.5%

3억원 미만 3.5% 3.5%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경자동차 40/1,000)

나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경자동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125cc 초과 5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기계

장비

등록대상 30/1,000

미등록대상 20/1,000

선 박 20 ~ 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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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의 가산 범위(지법 제13조의3)

- 신탁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

 1세대의 범위(지법령 제28조의3)

①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

도 같은 세대로 봄.

②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소득(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 가능 

(미성년자는 제외)

③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한분이 65세 이상이면 해당)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위 ②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지법령 제28조의5)

 -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해야함       

    *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1년

 -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 기산

    예)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3년) 내 처분

○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구  분 세  율

<제1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신�증축하는 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증설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제2항>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배)-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제3항>   • 중과제외 업종(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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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율

<제5항>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0/1,000)×4배]

<제6항>   •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제7항>   •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추징(지방세법 제13조제3항)

• 제1호 :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1년 

(주택건설사업용은 3년) 이내에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 제2호 : 중과제외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매각하는 때

- 다른 업종과 겸용하는 때의 겸용부분

○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제15조)

구  분 세율 적용 특례

• 환매기간 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건축물의 가액을 초과시 그 초과분은 

제외)

•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 취득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20/1,000)

• 건축물의 개수,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 과점주주의 취득

• 수입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연부 취득

•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지입차량 취득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중과기준세율(20/1,000)

※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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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 취득세의 징수 : 신고납부 방법으로 함.

○ 취득세액 산출 :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 세액

○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과밀억제권 안의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과밀억제권 안의 공장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영업허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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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 발급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

- 골프장 : 등록한 날(사실상 사용한 날)

- 고급오락장 : 영업허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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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지기법 제53조)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지기법 제54조)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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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산세율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지기법 제55조)
1일 0.025%

중가산세

(지법 제21조제2항)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6조)

구  분 산출방법 가산세율

불성실가산세

(지기법 제56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3%) × 

납부지연일자 × 10만분의 25(0.025%)
10% 한도 이내

8.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취득세 부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건축물의 취득(존속기간 1년 초과시 취득세 부과)

○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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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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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등록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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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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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된 금액

       ※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면      허 : 면허의 종류(제1종부터 제5종까지)

4. 세  율

○ 면허분(지방세법 제34조)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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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주택유상 50% 감면)

무상 15/1,000(상속 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선   박 등기�등록
소유권보존 0.2/1,000

그 밖의 등기 건당 15,000원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채권담보권 1/1,000

차     량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 50/1,000(경자동차 20/1,000)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 화물�승합 30/1,000(경차 20/1,000)

영업용 20/1,000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0/1,000

저당권설정�이전등록 2/1,000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법인등기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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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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30조 및 제35조)

○ 등기 · 등록분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면허분 

• 정기분 : 매년 1.16. ~ 1.31.(과세기준일 1월 1일)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 부과

• 수시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다음 연도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

6.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등기�등록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10% ~ 40% 및 1일 10만분의 25)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7.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면허

○ 회사의 정리�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 행정구역�주민등록번호�지번�계량단위의 변경, 공무원의 착오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등록

○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기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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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레저세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40조)

○ 경륜�경정�경마�소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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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마�승자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      율 : 10/100

5.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43조)

○ 승자�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신고납부

     ※  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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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1일 10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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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 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세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9조)

○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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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대 상 세  율

피우는
담배

궐련(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1그램당) 36원

엽궐련(1그램당) 103원

각련(1그램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궐련형(20개비당) 897원

기타형(1그램당) 88원

물담배(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26원

5. 신고납부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6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매월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그 다음 달 20일 

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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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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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서 「부가 

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3.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4. 납   세   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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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납입 

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 ⇒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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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또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주민세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외국인은 체류지)를 둔 개인 

(세대주)

<개인분 납세의무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1년 이상 계속 휴업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2. 납세지(지방세법 제76조)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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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 및 세율

○ 개 인 분(지방세법 제78조) : 10,000원

○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구  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  율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1제곱미터당 500원(2배 중과)

-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 종업원분(제84조의3)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징수 방법(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 개 인 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5. 가산세 부과

○ 사업소분주민세(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만 해당) 및 종업원분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 ~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5/100,000)를 본세에 합하여 보통징수함.

    ※  다만,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분(구, 개인사업주 및 법인 균등분)은 2023년부터 가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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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 

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1.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구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시기) 신고기한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매년 1. 1. ~ 12. 31. 그 다음해 5월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특별징수대상 소득�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음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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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종합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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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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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양도
소득

국내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부동산임차권

보유(1년 ~ 2년 미만)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4%(’21. 6.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입주권�분양권 : 6%)

보유(1년 미만)

주택, 조합 입주권 4%(’21. 6. 1. 이후 양도 : 7%)

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5%(’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7%)

상기 외
종합소득세율(’21. 6. 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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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 + 1%

미등기 자산 7%

파생상품 1%

조정대상

지역
 ※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위 세율과  
4% 중 큰  
세액을 
적용

1세대 2주택 종합소득세율 + 1%

(’21. 6. 1. 이후 양도 : 

종합소득세율 + 2%)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보유

1세대 3주택 이상 종합소득세율 + 2%

(’21. 6. 1. 이후 양도 : 

종합소득세율 + 3%)

1세대가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

국외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법인
소득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100

4.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5. 납부방법 및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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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

지역분 금액이 포함되고,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1. 과세대상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주  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토  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기  타 : 항공기, 선박

2. 과세대상 구분(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 구분 내용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동지역만 해당, 읍면지역은 분리과세)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목적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 목장용지(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

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 토지)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고율 분리과세)

•종중소유 농지 및 임야(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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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

   -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봄(부속토지는 비율에 따라 안분).

   -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 면적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만 주택으로 봄.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3.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을 때는 매수자가 납세자임.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를 때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의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자)

○ 개인 명의로 등재된 미신고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年賦)취득중인 재산의 무상사용 그 매수계약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 위탁자

○ 정비사업시행 환지계획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

5.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 토   지 : 토지의 소재지

○ 주택�건축물 : 주택�건축물의 소재지

○ 선   박 : 선적항(정계장�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의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소유자의 주소지)



37www.jangheung.go.kr

6.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영 제109조)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   택 : 개별�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7.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 토 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5천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구   분 세    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그 밖의 토지 2/1,000

○ 주택 및 건축물 등

주  택 건 축 물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 건축물 2.5/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골프장·고급오락장 40/1,000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12.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주거지역 내 공장 5/1,000

별  장 40/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 박·항공기 3/1,000

고급선박 5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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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 2021년부터 3년간 적용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8. 납기(지방세법 제115조)

과세대상 납 기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1/2)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나머지)

※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조례로 정함)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 물납 및 분할납부(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구 분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방법 : 재산세 납기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물납신청

•물납대상자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부동산

분할납부

•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방법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분납신청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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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단, 소유자 변경, 지목변경, 건물면적 증가 등의 경우는 예외).

공시가격 상한세율

주택

3억원 이하 직전연도 세액보다 5%를 초과 못함

6억원 이하 직전연도 세액보다 10%를 초과 못함

6억원 초과 직전연도 세액보다 30%를 초과 못함

주택 외(토지, 건축물) 직전연도 세액보다 50%를 초과 못함

11.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

세액으로 부과함.

12.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 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 선박 과표의 0.04% ~ 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Q&A

Q.  재산세 고지서를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함께 부과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A.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 그 지정된 경비

에만 지출할 수 있는 목적세에 해당되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환경개선�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41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지방세법」 제149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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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

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1.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2.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25조)

○ 관할구역에 등록 및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연장자순)

○ 공매 후 매수대금이 납부되고 매수인이 미 이전등록 시 ⇒ 매수인

○ 과세기간중 매매 등으로 이전등록시 ⇒ 양도�양수인(기간별 안분)

3.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 기타 승용차(전기 자동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0,000원 100,000원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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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해서 

과세됨.

차령의 계산방법
 기산일이 1. 1. ~  6. 30. 사이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기산일이 7. 1. ~  12. 31. 사이 자동차의 차령

 -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 승합자동차 등

차종 영업용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25,000원 ~ 100,000원 65,000원 ~ 150,000원

화물자동차

6,600원 ~ 45,000원 28,000원 ~ 157,500원

※  적재정량 1만kg 초과시 : 1만kg 이하의 세액 + 1만kg을 초과할 때

마다 영업용 1만원, 비영업용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

으로 함.

특수자동차
대형 36,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4. 납기 및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28조)

○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함.

○ 연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3월, 6월, 9월, 12월).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 과세시 전액 부과�징수

○ 기간별 부과·징수(분할납부 신청시)

구 분 과세기간 납    기 분할납부

제1기분 1. 1. ~ 6. 30.  6. 16. ~   6. 30. 3. 16. ~ 3. 31. /   6. 16. ~ 6. 30.

제2기분 7. 1. ~ 12. 31. 12. 16. ~ 12. 31. 9. 16. ~ 9. 30. / 12. 16.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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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부과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

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5. 연세액 신고납부(지방세법 제128조)

○ 연세액을 1월중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음.

구  분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1월에 연세액 신고납부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9.15%

3월에 연세액 신고납부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7.5%

6월에 연세액 신고납부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5%

9월에 연세액 신고납부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2.5%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35조 ~ 제137조)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

세율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신고납부

•정유업자 :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 

에게 신고납부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 ~ 40%),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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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1.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42조)

구 분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2.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143조, 제144조)

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부두의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건축물, 선박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 소재지

3.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 특정자원�특정시설  

구   분 과세대상 납세지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10㎥당 2원

지하수

먹는 물 : ㎥당 200원

온천수 : ㎥당 100원

기타 지하수 : ㎥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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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세대상 납세지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소방분(건축물,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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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중과대상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 10층 이하 건축물)

3배 중과대상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4.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지방세법 제147조)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에 보통징수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소방분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등)

5. 가산세 부과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 

~ 40%),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45www.jangheung.go.kr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1.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50조)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

차)의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51조)

○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20/100(법인의 주택취득 포함)

○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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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 10/100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 : 30/100

3. 신고납부,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 

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서에 부기하여 부과징수

4.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

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자 × 2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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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I 지방세 감면제도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조)
     

1.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취득세 :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과수원�목장용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등록면허세 :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하천�공유수면점용의 면허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란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

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

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

천7백만원 미만인 자를 말함.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

○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 가축사육시설 등(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시설, 착유실, 집란실, 분뇨배출시설, 정화시설 등)

○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 시설

2.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 취득세 : 50% 경감 (2023. 12. 31.까지)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등록면허세 : 면제(2021.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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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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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歸農人)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조제4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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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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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2.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1. 12. 31. 까지)

○ 취득세 : 50% 경감    

○ 농어촌특별세 : 감면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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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외)

○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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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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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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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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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1. 12. 31.까지)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 농어촌특별세 : 감면분 비과세 

3.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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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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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지특령 제8조 및 시�도세 감면조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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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1. 12. 31. 까지)

○ 취득세 · 자동차세 : 면제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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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면대상등록 자동차

    ※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에 한함.

○ 장애인 본인 명의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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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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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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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9조)

1. 대상

○ 취득세 :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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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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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2.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1. 12. 31. 까지 면제)

○ 취득세 : 면제

○ 재산세 : 면제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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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지특법 제178조)

○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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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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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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을 

적용함(단,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하는 제외)

3. 감면된 취득세 추징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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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9조)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자 및 내용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 대상자가 관계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대부금 수령 포함.

2.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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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종업원분) : 해당 단체

3. 대상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회,  

4�19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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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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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

1.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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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2021. 12. 31. 까지)

○ 취득세 · 자동차세 : 면제

3.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자동차는

   ※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에 한함.

○ 국가유공자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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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5. 면제받은 취득세 추징

○ 감면차량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

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 추징

추징제외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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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등  (지특법 제35조 및 제35조의2)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2021. 12. 31.까지)

구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연금방식생활자금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농지

감면

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감면

내역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  등록면허세 75/100 경감

(400만원 이하 75/100, 

400만원 초과 300만원  

공제)

  • 재산세 25/100 경감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시 

가격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100 공제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25/100 경감

-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시 

가격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100 공제

-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재산세 면제

-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공시 

가격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100 공제

1가구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

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을 말

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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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3)

1. 감면대상

○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

(동거인 제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합산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

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봄.

2. 감면되는 세금은(2021. 12. 31.까지)

○ 주택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 : 취득세 100% 면제

○ 주택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경감

3.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

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4.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만 소유도 포함)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아래의 주택에 거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

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둘 이상 소유시는 제외)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 및 처분한 경우

○ 취득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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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73조)

1.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

어업권�양식어업권�광업권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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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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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면대상 지역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 

자치시�시�군�구 내의 지역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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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구제제도
 

01  과세전적부심사(지기법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

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02  이의신청(지기법 제90조)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03  심판청구(지기법 제91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04  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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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행정소송(지방세기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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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2021년

부터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음.

06  지방세 불복청구 흐름도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등

(30일 이내 결정)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 내 청구)

90일 이내

(도세, 시�군세, 

이의신청 생략 가능)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시�군청 접수 → 도지사 

→ 행정안전부 경유

90일 이내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90일 이내 결정)

행정소송

납 세 자

(고지서 수령)

이의신청
(90일 이내 결정)

도세 : 도지사

시�군세 : 시장�군수

감사원심사청구

(3개월 이내 결정)

90일 이내

(도세, 시�

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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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01  가산금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1. 대상 : 납기내 미납부자

2. 적용방법

○ 가 산 금 : 최초 납기 경과시 체납된 지방세의 3%를 가산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씩 가산

    ※  중가산금은 본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제외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02  재산압류 (지방세징수법 제33조)

1. 대상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2. 적용방법 

○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불문하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 압류

03  부동산 · 자동차 공매 (지방세징수법 제71조)

1. 대상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물건

2. 적용방법

○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 자동차 : 인터넷 공매(오토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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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11조)

1. 대상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2. 공개 제외 사유

○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50%이상을 납부한 경우

○ 체납된 지방세가 징수유예 중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

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05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징수법 제8조)

1.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 중 아래 해당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 포함)한 자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 송금한 자

○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

○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

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 

소송 중인 사람

2. 적용방법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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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징수법 제7조)

1.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2. 적용방법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 체납횟수 계산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

07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지방세징수법 제9조)

1. 대상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결손처분하였으나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 포함) 이상인 자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적용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액 등 정보제공

08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지방세법 제131조)

1. 대상 :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징수촉탁 포함)

2. 적용방법

○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시기나 장소 

불특정하며 연중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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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I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www.wetax.go.kr)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조회, 질의답변 등 정보검색이 가능한 

지방세 포털서비스 제공(전자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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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상단 “신고하기” 클릭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신고세목” 선택 후, 신고서 작성 하단 “신고” 클릭하면 전자신고 완료

○ 전자신고가 가능한 지방세

• 취득세(부동산),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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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상단 “납부하기” 클릭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해당사항” 선택 후 클릭 하단 “검색” 클릭하여 고지목록 확인 후 납부

상단 “납부결과확인”을 클릭하여 확인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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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신청

○ 전자신청은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자동납부, 자동차세 연납 등 지방세 관련 민원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서비스

지방세 환급신청

지방세를 부과조정,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환급신청하는 제도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신청]  [지방세]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신청 후 입금되는 시기 등 상세문의는 해당 시�군�

구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출금일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 출금일 : 은행계좌는 23일과 납기말일 중 선택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23일에 출금됨.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부가서비스]  [지방세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전자송달

지방세고지서(정기분)를 전자고지함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

○ 위택스 메인 [부가서비스]  [고지서 전자송달]  [전자송달 신청]

자동차세 일시납부 신청(1월, 3월, 6월, 9월 신청기간만 가능)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시 기간에 따라 연세액의 2.5% ~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❶ 위택스 메인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❷ 신규신청의 경우 :  신고하기 선택  신청정보 기입  차량정보검색 선택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금액 확인 후 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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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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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납부 가능(다만,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에는 기기이용료 별도 부과)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지

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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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납부 선택지방세 선택

 
납부할 세금 선택비밀번호입력 납 부

○ 대리인일 경우

 카드ㆍ통장 투입 타인납부 선택지방세 선택

 납부할 세금 선택전자납부번호 입력 지방세 내역 화면표시

 납 부

III 지방세입계좌 납부
○ 2020년도 6월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서비스

○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  [계좌

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 선택  [지방세입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 인터넷은행 제외 전국 21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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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상계좌 납부
○ 이용시간 : 00:30 ~ 23:30 입금가능(토요일, 공휴일 가능)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면 납부되며, 실시간 수납처리 가능 

○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며, 계좌이체시 예금주는 과세관청(납세자)으로 표시

○ 같은 납세자가 여러건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총 합계 금액을 한번에  

입금해도 각각 납부가능

○ 납세자와 입금자가 상이해도 입금처리 가능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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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  개인 신용카드에 한하며, 사용가능 카드와 차감액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카드사에  

문의 후 납부요망.

Ⅵ 스마트폰 납부
○ 앱에서 ‘스마트위택스’를 받고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거나 QR코드로  

납부가능(회원가입시 인증서 필요)

     ※ 지방세�세외수입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지로’ 앱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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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동납부(통장, 신용카드)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으로 납기일에 납부가능

○ 대상세목(정기분)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

○ 통장 자동이체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방문(통장, 신분증 지참) : 거래은행 또는 해당 시�군�구 세정부서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방문(신분증, 신용카드 지참) : 해당 시�군�구 세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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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납부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 승인일 기준 D-2 영업일 신청분까지 자동이체반영

• 해지 : 승인일 기준 D-1 영업일과 승인일에는 해지불가

• 승인과 동시에 안내문자 발송(SMS 동의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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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ARS 납부 및 환급금 신청
은행방문, 인증 필요없이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 납부 및 환급금 신청 가능

지방세 간편납부 시스템(통합ARS)     ☎ 1544-7668

부과/체납안내

신용카드납부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안내 가상계좌

계좌안내(음성/문자)

환급신청

금액확인

본인명의 계좌입력결제정보 입력

환급 신청완료실시간 납부

          ※ 납세자 희망시 수납확인 문자 발송 가능

1. 신용카드 납부

○ 납부 가능카드 : 삼성, 롯데, 비씨, 현대, KEB하나, 신한, 국민, NH농협

2. 휴대폰 소액결제(수수료 납세자 본인부담)

○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불가

○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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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장흥군 선정대리인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할 수 있는 제도(’20. 3. 2. 시행)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도 심사청구

○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⑤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③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선정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 신청 대상자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를 제외한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아래 각 호를 충족하는 자

1)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2)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시가표준액(토지, 주택, 건물, 승용자동차, 회원권) 5억원 이하

3) 고액상습체납자가 아닌 자 

        ※ 체납액 1천만원 미만으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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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장흥군 마을세무사 제도
○ ‘장흥군 마을세무사’가 생활 속 세금고민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1) 이용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

2) 상담사항 :  국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취득세 등)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등

3) 이용방법 : 마을세무사 사무소 전화나 팩스 신청,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코너 이용

4) 마을세무사 :  방양원 세무사(☏ 864-7757, FAX 860-0581)  

장흥읍 읍성로 153

XI 납세자보호관 제도
○ 2018년 7월 1일부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납세자보호관(TEL. 860-5571)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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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모바일 전자송달 신청방법
○ 간편결제사

구 분 신 청 고지서 조회·납부

네이버 앱

[네이버 앱] → [삼선(三)] → [로그인] 

→ [네이버 Sign] → [고지�청구서 탭] 

→ [전국(서울 외) 지방세] → 신청

[알림메시지 수신] → [네이버 앱에서 고지함 

확인] → [해당 고지서 선택] → [본인 확인] 

→ [네이버페이로 바로 납부] → [결제수단 

선택] → [결제하기]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 [더보기(...)] → [pay 선택] 

→ [청구서] → [내 청구서] → [지방세/

수도 요금] → [지방세] → [신청]

[카카오톡 수신] → [청구서 보기]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결제하기]

페이코

(PAYCO)

[페이코 앱] → [청구서] → [전국 지방세] 

→ [신청]

[알림 메시지 수신] → [해당 고지서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 [결제]

○ 금융기관 앱

은행명 앱 명칭 신청방법 고지서 조회·납부 방법 문의처

국민 KB스타알림
전체메뉴 → 금융정보설정→ 

KB스마트지방세

KB스타알림 → 금융정보 → 

KB스마트지방세 안내 → 

고지서 확인

1588-9999

금융결제원 모바일지로
하단 MY GIRO → 전자고지 

→ 전자고지 신청
하단 MY GIRO → 전자고지 1577-5500

기업
i-one뱅크

(2.0)

뱅킹 클릭 → 오른쪽 상단 

메뉴 클릭 → 공과금 → 

지방세→ 전자고지서 → 신청

뱅킹 클릭 → 오른쪽 상단 

메뉴 클릭 → 공과금 → 지방세 

→ 전자고지서 → 조회 → 

해당 건 클릭 → 납부

1566-2566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고지신청 → 전국지방세 → 

이용동의 → 확인

받은 고지 → 고지서 선택 

→ 납부
1544-2100

새마을금고
MG

스마트알림

좌측 상단 메뉴 아이콘 → 

전자고지 실정 → 전국 지방세 

등 체크 → 전자고지 신청

앱 내 푸쉬알림 후 납부

하기 클릭
1599-9000

신한 신한SOL(쏠)

전체메뉴 → 이체납부 → 

공과금납부 → 지방세 → 

전자송달 신청

전체메뉴 → 이체납부 → 

공과금 납부 → 지방세 → 

납부

1599-8000

케이뱅크
케이뱅크

(kbank)

지방세 메뉴 →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하기

지방세 메뉴 →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함 → 수신된 지방세 

확인 → 하단 납부하기 클릭

1522-1000

하나 하나알리미
전체메뉴 → 환경설정 → 

지방세 알림신청

지방세 전자고지 PUSH 수신 

→ 지방세 → 고지서 확인
1599-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