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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

일시 : 2021년 01월 23일(토) 12:30～ 17:20

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서 구 양재동)

체사회 : 조창  (법무법인 화우 문 원)

시 간 행   사   내   용

12:30 ～ 13:3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3:30 ～ 13:40
축  사 : 한국지방세연구원 배진환 원장 

개회사 : (사)한국조세법학회 김병일 학회장

제1부

(13:40 ～ 14:10)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 발 표 자 :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세무학박사)

14:10 ～ 14:20 질의응답

14:20～ 14:30 Coffee Break

제2부

(14:30 ～ 16:30)

< 1주제 > 

• 제  목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지방세 영향분석
• 발표자 :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세무학박사)

• 좌  장 :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석좌교수)

• 토론자 :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 연구센터장)

< 2주제 > 

• 제  목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
• 발표자 :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 세무사/세무학박사)

• 좌  장 :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 :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사무관)

< 3주제 > 

• 제  목 : 과점주주 취득세와 조세회피
• 발표자 :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진이 (한국지방세연구원/초청연구원/세무학박사)

• 좌  장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학박사)

16:30 ～ 16:40 Coffee Break

제3부

(16:40 ～ 17:20)

한국조세법학회 우수논문상 및 감사패 시상
• 사회자 : 김진태 (총무이사, 중앙대학교 교수)

• 시상자 : 김병일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 사정에 따라 좌장  토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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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세법학회 2021년 제5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

모시는 글 

한국조세법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이 가득하시고 더욱 큰 성취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번 (사)한국조세법학회는 <2021년 제5회 지방세 련 개정세법 설명회  학술발표

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당분간 과 같은 방식의 

학술발표 회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상됩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학술  발 을 

도모하면서도 회원 여러분의 안 을 확보하기 해 온라인 생 계 방식을 도입하여 

학술발표 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신 학회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 계

합니다. 장에서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 련 개정세법에 한 설명회와 

총 3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우선 제1부 순서로 지방세 련 개정세법에 해서는 법무법인 택스로 김태호 박사님

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부에서 제1주제인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와 

지방세 향분석”은 법무법인 율 의 동흔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으며, 제2주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는 법무법인 평안의 김상술 박사님이, 제3주제 

“과 주주 취득세와 조세회피”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연구 원님과 이진이 

박사님이 각각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3부에서는 우수박사학  논문상과 신진학자 시상을 하고 한국조세법학회의 발 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한 감사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2021년 첫 학술발표 회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으로 후원해주신 한국지방세연구원 배진환 원장님을 비롯한 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한국조세법학회가 조세법 분야에 한 학문  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학회장  김 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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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세법학회 2021년 제5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배진환입니다. 

‘제5회 지방세 련 개정세법 설명회  학술발표 회’의 성공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주일의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이 게 주말에 다시모여 2021년도 지방세 련 개정세법 설명  쟁 을 토론

하는 조세법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는 1982년 조세법학세미나로 발족한 이래 조세법에 한 

학문  발 을 진하고, 실정법 제도  조세행정의 발 에 이바지함의 목 을 달성

하기 해 부단 노력하는 통 있는 학회입니다. 아울러 2021년 개정 지방세 련법 

설명과 지방세와 련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인 쟁 사항들에 련한 오늘 학술

발표주제는 매우 시의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회  학술발표 회를 통해 지방세와 련한 많은 쟁  사항이 공론화될 

것입니다. 함께하기 해 모여주신 분들께서 고견을 기탄없이 자유롭게 나 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병일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님, 김태호 박사님, 

동흔 고문님, 김상술 박사님, 임상빈 연구 원님, 이진이 박사님, 김진태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행사를 해 애써주신 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재정분권 강화  지방세제 발 을 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안제시를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균형발

국가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23.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배 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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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

1. 가산  정의 규정 삭제

종        전 개        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가산

 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4. ------------------ 지방세 -----

-----------------------------

----------.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이란 지방세

와 가산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2. ----------------------- 지방세 

--------------------------.

23. “가산세”란 이 법 는 지방세 계법

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하도록 하기 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는 지방세 계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

수하는 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3. -----------------------------

-----------------------------

-----------------------------

-----------------------------

-----------------------------

------------------. <단서 삭제>

24. “가산 ”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는 지방세 계법에 따라 고지세액

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액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할 때에 그 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액을 말한다.

<삭  제>

26. “공과 ”이란 ｢지방세징수법｣ 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

분의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국세･ 세･임시수입부가세  지

방세와 이에 계되는 가산   체

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6. -----------------------------

-----------------------------

-----------------------------

-----------------------------

------------------- 체납처분비

--------------------.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

산 ,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3. ------------------------- 체납

처분비----------------.

② (생  략) ② ( 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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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탁･

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는 지방세 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

를 소속 공무원에게 임하거나 앙행

정기 의 장(소속기 의 장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탁 는 임

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탁･

임 등) ① ----------------------

--------------------------------

------------------------ 앙행정

기 의 장(소속기 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 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

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

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

합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탁받거나 임받은 앙행정기

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 임할 수 있다.

② ------------------------------

-----------------------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지방

세조합장--------소속 공무원(지방세

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서 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탁 는 임

받은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

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③ ------------------------------

----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는 지방세조합장-----------

--------------------------------

---.

<신  설> 제151조의2(지방세 련 사무의 공동 수

행을 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시행시기 : 2022.2.3.

- 2022.2.2.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 : 종 의 일반가산 , 가산  용

-일반가산  3%, 가산  월 1만분의 75(세액 30만원 이상, 60개월 이내)

납부지연가산세 용 : 2022.2.3.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방세부터 용

-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시 3%, 매 1월경과시 체납액의 일정률(세액 30만원 

이상, 60개월 이내)

2. 지방세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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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지방세 련 사무  복수의 지방자치

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 으로 처리

하는 것이 효율 이라고 단되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

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하여 ｢지방

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 차와 

운  등에 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종        전 개        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

---------------.

6. 주민세 6. ------

가. 균등분  재산분: 과세기 일 가. 개인분  사업소분--------

나. (생  략) 나. (생  략)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

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용할 때

에는 이 법  지방세 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 과환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임의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51의2(강행규정)

지방세조합의 업무범  :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련 사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것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세조합에 업무 탁

3. 가산세 납세의무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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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제56조제1항제2

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

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

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환 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제56조제1항제3

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

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

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

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

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

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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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22.2.3.

- 2022.2.2.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가산세 : 본세 납세의무성립하는 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경과하는 때

납부불성실・ 과환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

이 경과하는 때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일반체납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 경과하는 때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후 매1월 경과 계속체납 납부지연가산세 : 매 1월이 경과

하는 때

기타 가산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가산세 납세의무확정

종        전 개        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

정된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

----.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 과 세액을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

하는 때 <단서 신설>

1. ------------------------------

------------------------------

-----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

표 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신고한 과세표 과 세액이 지

방세 계법에 어 나는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가 과세표 과 세액을 결

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 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

하는 때

<삭  제>

3. (생  략) 3. ( 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

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

별한 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② --------------- 다음 각 호의 지

방세-----------------------------

---------------------------.

<신  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신  설> 2. 제5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신  설> 3.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

징수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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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22.2.3.

신고납부세목의 신고 : 신고하는 때

신고납부세목의 무신고・과소신고 : 과세 청이 결정, 경정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자동확정)

납부지연가산세(일반가산 , 가산 )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자동확정)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자동확정)

5. 수정신고의 효력

종        전 개        정

<신  설>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 의 신고에 따라 확정

된 과세표 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

는 효력을 가진다.

② 수정신고는 당  신고에 따라 확정

된 세액에 한 이 법 는 지방세 계

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계에 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시기 : 2021.1.1.

수정신고 효력

-과세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 → 당 신고에 따

라 확정된 과세표 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수정신고는 당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계법

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계에 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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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 의 징수를 목 으로 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

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

--------------------------------

--------------------------------

------------ 이를 ---------------

--------------------------------

------------------------- 소멸시

효가 완성된다. <후단 삭제>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하여는 이 

법 는 지방세 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

--------------------------------

------------ ｢민법｣에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 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

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

고한 세액에 해서는 그 법정납

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 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결정 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

음 날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제1항에 따

른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

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

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

6.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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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생  략)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 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

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하여 피상속인

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

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

인의 사망으로 보험 (｢상속세  증여

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 을 말한다)

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

로 보고, 보험 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③ ------------------------------

종        전 개        정

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

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시행시기 : 2022.2.3.

소멸시효 10년, 5년 상 액 명확화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 가산세 제외한 지방세 5천만원 이상 10년

- 1호 외의 지방세 5년 → 가산세 제외한 지방세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소멸시효 기산일 규정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신고한 세액 :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과세표 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경정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

부기한의 다음 날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 :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세목의 법정납부기한 연장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7. 상속인이 받는 보험 의 상속재산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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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한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 을 ｢민법｣ 제1009조･제

1010조･제1012조  제1013조에 따른 상

속분에 따라 나 어 계산한 액을 상속

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에서 피상속인에 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 을 납부할 표자를 정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상속분 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상속인 에 수유자 는 ｢민법｣ 제101

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한도에서 -----------

-------------. ------------------.

종        전 개        정

제44조(연 납세의무) ① (생  략) 제44조(연 납세의무) ① ( 행과 같음)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

우 분할되는 법인에 하여 분할일 

는 분할합병일 이 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 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

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 에 분할법

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

방자치단체의 징수 에 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 하여 납

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법인

시행시기 : 2022.2.3.

보험 의 상속재산 간주 요건사실(4개)

-납세의무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한 목 으로 보험가입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증법 제8조에 따른 보험  수령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 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세의무승계

 용 상 : 202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용

8. 법인분할・분할합병시 연 납세의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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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 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

에 합병되어 그 다른 법인이 존속

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

속하는 분할합병의 상 방 법인”

이라 한다)

2. 분할 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

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

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 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

는 분할합병의 상 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는 분할합병으로 인

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 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 방 법인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에 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 방 법인

④･⑤ (생  략) ④･⑤ ( 행과 같음)

종        전 개        정

제55조(납부불성실･환 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계법에 따른 납

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게 납부(이

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는 환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 (이하 “ 과

환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액을 합한 

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

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

(연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납부기한--------------------

------------------ 한다)하거나 ---

--------------------------------

--------------------------------

--------------------------------

-------------------------. ------ 

제1호  제2호의 가산세------------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분할신설법인 납세의무 한도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한도

9. 가산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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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야 할 액에 미달하는 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 세액 는 과환 분

(환 받아야 할 세액을 과하는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액을 한도로 한다. 

--------------------------------

--------------------------------

--------------------------------

--------------------------------

---------------- 한도로 하고, 제4호

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

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과

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는 과소납

부분 세액(지방세 계법에 따라 가

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

산액이 있는 경우 그 액을 더한

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

간 × 융회사 등이 연체 출 에 

하여 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과세표 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 이자상

당액------------------------

------- 법정납부기한의 ------

-------------- 납세고지일까지

의 일수 ---------------------

----------------------------

----------------------------

2. 과환 분 세액(지방세 계법에 따

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

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액을 

더한다) ×환 받은 날의 다음 날부

터 자진납부일 는 부과결정일까

지의 기간 × 융회사 등이 연체

출 에 하여 용하는 이자율 등

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

--------------------- 이자상

당액------------------------

----------------------------

------------------ 납세고지일

까지의 일수 -----------------

----------------------------

----------------------------

------

<신  설>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는 과소

납부분 세액(지방세 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액이 있는 경우 그 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신  설>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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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는 과소납부

분 세액(지방세 계법에 따라 가산하

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

외한다) × 융회사 등이 연체 출

에 하여 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

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   세액의 결

정･경정으로 ｢상속세  증여세법｣ 제45

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

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

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

득에 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과환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

를 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제1항제1호  

제2호의 ----------.

③ (생  략) ③ ( 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을 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

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용하지 아

니한다. 

<신  설> ⑤ 제1항을 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

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제4호의 가

산세를 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을 지방세 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

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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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

여 다음 각 호의 액을 합한 액을 가

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는 과소납

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

는 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는 과소납부

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

진납부일 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

간× 융회사 등이 연체 출 에 

하여 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제2호에 따른 액을 합한 

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액을 

합한 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

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을 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는 과소

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는 과소납

부분 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일수 × 융회사 등이 연

체 출 에 하여 용하는 이자

율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

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는 과소납부

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융회

사 등이 연체 출 에 하여 용하

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을 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

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용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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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 은 다른 공과 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 과 그 

밖의 채권에 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

니한다.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

--------------------------------

--------------------. -----------

--------------------------------

--------------------------------

-------.

1.･2. (생  략) 1.･2. ( 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 행과 같음)

나. 과세표 과 세액을 지방자치단

체가 결정･경정 는 수시부

나. -------------------------

---- 결정 는 경정-------

시행시기 : 2022.2.3.

- 2022.2.2.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 종  가산 , 가산세 규정 용

- 2022.2.2.까지 본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 제2차납세의무자도 종  규정 

용

납부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 : 본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자진납부일・납세

고지일까지 일수) × 1만분의 2.5, ※ 본세의 75% 한도

 과환  납부지연가산세 : 본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자진납부일・납세고

지일까지 일수) × 1만분의 2.5, ※ 본세의 75% 한도

체납 일반 납부지연가산세 : 본세×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미 용

체납 계속 납부지연가산세 : 1개월 경과시마다 → 고지세액×일정률(시행령 미규정)

-기간한도 60개월, 액한도 부과세액 30만원 이상

-해당 월 에 납부시 해당 월의 일수는 미 용( : 30일에 납부시 30일 미 용)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미 용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100분의 3

ⓑ 미납부세액×(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납세고지일까지 일수) × 1만분의 2.5

ⓒ 1개월 경과시마다 → 고지세액×일정률(30만원 이상, 60개월 한도)

-ⓐ와 ⓑ 합한 가산세액은 미납세액의 10% 한도 내 부과

-ⓐ, ⓑ, ⓒ 세 가지 합한 가산세액은 미납세액의 50% 한도 내 부과

10. 법정기일  가산  기 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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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

당 세액에 해서는 납세고지

서의 발송일

------------------------ 

세액(제55조제1항제3호･제4호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제

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

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

한다)에 --------------

다.∼마. (생  략) 다.∼마. ( 행과 같음)

바. 가산 의 경우 그 가산 을 가

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

이 지난 날

<삭  제>

③∼⑤ (생  략) ③∼⑤ ( 행과 같음)

시행시기 : 2022.2.3.

- 2022.2.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 개정 규정 용

- 2022.2.2.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 종  규정 용

 체납일반 납부지연가산세(일반가산 )  체납계속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 

법정기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 → 납세고지서 발송일

11. 종 재산 물 납세의무 도입

종        전 개        정

제75조(양도담보권자의 물  납세의무) ①･

② (생  략)

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  납세의무) 

①･② ( 행과 같음)

<신  설> ③ 납세자가 종 (宗中)인 경우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징수 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종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납세자에 한 지방자치단

체의 징수 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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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

무원은 범칙사건조사  세무조사(서면조

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

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

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 리

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① ----

--------------------------------

------------ 마친 날부터 20일(제33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 서면------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1.∼3. (생  략) 1.∼3. ( 행과 같음)

<신  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

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

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조

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

제출 는 상호합의 차 개시에 따

라 외국 과세기 과의 의가 진

시행시기 : 2021.1.1.

 용 상 :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용

물 납세의무 요건사실

-납세자가 종 (宗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체납

-납세자인 종 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따

라 종  외의 자에게 재산 명의신탁

-종 의 다른 재산에 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액 부족

-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써 종 의 체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징수

12. 세무조사 결과통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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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행 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련하여 지방세

계법의 해석 는 사실 계 확

정을 하여 행정안 부장 에 

한 질의 차가 진행 인 경우

<신  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

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한 조사결과

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        전 개        정

제88조(과세 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 고

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88조(과세 부심사) ① -----------

--------------------------------

--------------------------------

--------------------------------

---------------------. 

1.･2. (생  략) 1.･2. ( 행과 같음)

<신  설> 3. 비과세 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

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신  설> 4. 비과세 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

시행시기 : 2021.1.1.

통지기간 : 

-세무조사 마친 후 빠른 시일 내 → 마친 날부터 20일, 공시송달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결과통보

-외국과 상호합의 차 의, 행안부장 에게 유권해석 인 경우 → 해당 부분 

통보생략(구두설명)

13. 과세 고통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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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

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

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

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

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        전 개        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계) ①～③

<신 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계) ①～③(생략)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

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 청

구에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

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

00조에 따라 심 청구에 하여 용하

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

라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이라도 

시행시기 : 2021.1.1.

과세 고통지 상(종 )

-지방세 업무에 한 감사나 지도･ 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한 과세자료  지 확인조

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정기분 제외)

과세 고통지 상(추가)

-비과세・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정기분 납세고지 제외)

-비과세・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정기분 등 고 생략 있음)

※ 고생략(지기령 58③) : 정기분, 신고납부분 고지, 지방소득세 부과, 납기

징수, 불복 재조사결정

14. 조세심 치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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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그 결정기간이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제기하는 행정소송 → 반드시 심 청구 거쳐야 함.

부 칙 <법률 제16854호, 2019.12.31.>

제11조(조세심 치주의 도입에 한 용례등) ①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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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시행령) 개      정(시행령)

제15조(출국 지 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공

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

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출국 지 는 해제의 요청) ① --

--------------------------------

--------------------------------

--------------------------------

--------------------------------

--------------------------------

--------------------------------

Ⅱ. 지방세징수법 개정 내용

1. 고액체납자 출국 지제도 개선 

가. 지방세조합의 출국 지

종        전 개       정

제8조(출국 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하여 법무부장 에게 ｢출

입국 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 지

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출국 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 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

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

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한 업무를 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

------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

터 징수를 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

산한 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시행시기 : 2022.2.3.

지방세조합 출국 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출국 지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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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시행령) 개      정(시행령)

을 말한다. --------. 

1. (생  략) 1. ( 행과 같음)

2. 출국 지 요청일 기 으로 최근 2년

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

외로 송 한 사람

2. ----------------------------

------- 3만달러 -------------

---------------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

산이 발견된 사람

3. --- 3만달러 -----------------

-------------

시행시기 : 2021.1.1.

출국 지해제 상자 : 국외자산 5만달러, 2년간 5만달러 이상 송  → 3만달러

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자 요건강화

종       전 개      정

제19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

-------------------------------.

1. 체납액(가산 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1. 체납액의 100분의 50 ----------

---------------------

3. 지방세조합의 체납징수제도 도입

출국 지, 압류재산 공매 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결손처분 자료 신용정보기  제공

※ 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탁한 체납액을 체납자별로 합산하여 단함.

※ 시행시기 : 2022.2.3.부터 시행, 압류재산공매 행은 202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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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체납징수제도 도입

출국 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결손처분 자료 신용정보기  제공

※ 동일 특별시･ 역시･도 내에서 체납자별로 체납액 합산하여 단 → 특별시

장･ 역시장･도지사가 해당 처분 실시

※ 시행시기 : 2022.2.3.부터 시행

5. 국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체납징수제도 도입

출국 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결손처분 자료 신용정보기  제공

※ 국의 지방세 체납액을 체납자별로 합산하여 단함.

※ 특별시･ 역시･도 내에서 체납자별로 체납액 합산한 액이 가장 많은 특별

시장･ 역시장･도지사나 지방세조합장이 해당 처분 실시

※ 시행시기 : 2022.2.3.부터 시행

6. 지방세조합의 융재산 조회

종       전 개      정

<신  설>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

공 요구)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탁받은 체

납액을 합산한 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 재산조회를 하여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융거래의 내용에 

한 정보 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  는 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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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22.2.3.

징수 탁받은 체납액 합산 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본 에 일 조회

7. 가산 제도 폐지, 납부지연가산세 도입

종       전 개      정

제30조(가산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

하는 가산 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한다)에 해서는 가산 을 징수하지 아

니한다.

<삭  제>

제31조( 가산 )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

부하지 아니하 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

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

산 (이하 “ 가산 ”이라 한다)을 제30

조에 따른 가산 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 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

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차가 진행 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용

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 에 

한 특례를 용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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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80조(공매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 을 때

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공매 통지) ------------------

---------------------------------

---------------------------------

-----------.

1.･2. (생  략) 1.･2. ( 행과 같음)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는 등록 일

(前日) 재의 공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는 

등록 날을 기 으로 한 공

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

시행시기 : 2022.2.3. 이후 납세의무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용

2022.2.2.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 계속 일반가산 , 가산  용

※ 체납기 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기 임.

2022.2.3. 이후 납세의무성립 → 체납일반 납부지연가산세(3%), 체납계속 납부

지연가산세 1월 경과시마다 체납액의 일정률(시행령 미규정)

8. 세 장 체납처분 탁

종       전 개      정

<신  설> 제39조의2(체납처분의 탁)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 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

납자의 수입물품에 한 체납처분을 세

장에게 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탁 는 

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

시행시기 : 2021.1.1. 이후 납세의무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용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 → 세 장 체납처분 탁

9. 공유재산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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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

우자

제81조(배분요구 등) ①∼⑧ (생  략) 제81조(배분요구 등) ①∼⑧( 행과 같음)

<신  설> ⑨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

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

산 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배

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   공유지

분에 상응하는 을 지 하여  것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9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생  략) 제89조(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 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

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

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부부공유의 동

산 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용

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

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는 제

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고가 있는 경우 

제88조제3항･제4항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는 체납자의 배우

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행시기 : 2021.1.1.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

-공매통지 : 체납자의 배우자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을 지 하여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공매재산을 우선매수 신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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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세법 개정 내용

1. 연구시험용 자동차 취득세 세율

종       전(시행령) 개      정(시행령)

제23조(비 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 )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

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 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3조(비 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 )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 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 업용 승용자동

차”란 개인 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

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 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 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

외한다.

 

시행시기 : 2021.1.1.

｢자동차 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 → 그 밖의 자동차(세율 2%)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의 시험･연구용 자동차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성능시험을 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의 시

험･연구용 자동차

-자동차 연구개발 목 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의 시험･연구용 자동차

-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시험･연구용 자동차

- 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 을 하여 국토교통부

장 이 인정하는 자의 시험･연구용 자동차

-자동차운 학원  자동차운 문학원을 설립･운 하는 자가 취득하는 기능

교육용･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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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 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종       전 개      정

제20조(신고  납부) ①∼④ (생  략) 제20조(신고  납부) ①∼④( 행과 같음)

<신  설>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

자 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

권자(이하 이 조  제30조에서 “채권자

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자는 행정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 받을 수 있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 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제30조(신고  납부) ①∼④ (생  략) 제30조(신고  납부) ①∼④( 행과 같음)

<신  설> ⑤ 채권자 자는 납세의무자를 

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한 등록면허세

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

자는 행정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 받을 수 있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 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시행시기 : 2021.1.1.

 채권자 자는 납세의무자 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가능 → 채권자 자는 납부확인서를 발  →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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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정의) -----------------------

------------------.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

른 담배를 말한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

(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

을 원료의 부 는 일부로 

3. 등록면허세 사 납부 세액공제 폐지

종       전 개      정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

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 받거나 송달받기 까지 제25조제2항

의 납세지를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과하는 면

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

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

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

---------------------------------

---------------------------------

---------------------------------

---------------------------------

--. ------------------------------

---------------------------------

---------------------------------

---------------------------------

---------------------------------

---------------------------------

--------------- 있다.

시행시기 : 2021.1.1.

면허분 등록면허세 사 납부시 10% 세액공제 폐지

-신규면허･변경면허 받을 때에 다음 연도분 등록면허세 동시 납부시 10% 공

제 → 폐지

4. 담배소비세 담배 개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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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

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

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시기 : 2021.1.1.

종  :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 → 연 의 잎을 원료의 부･일부로 하여 피

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개정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 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부 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

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5. 지방소비세 안분납입자 확

종       전 개      정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

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시장･ 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는 특별자치도지사(이

하 “납입 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

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

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납입) ①--------------------

-------------------------------

--------인구 는 납입 리의 효율

성과 문성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시장･ 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

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에서 

행정안 부장 이 지정하는 자-----.

시행시기 : 2021.1.1.

납세지를 할하는 세무서장･세 장은 다음 달 20일까지 행안부장  지정 역

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 → 역자치단체장 는 지방세조합장에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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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 개편

종       전 개      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4조(정의) -----------------------

--------------------. 

1. “균등분”이란 개인 는 법인에 

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

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

소를 둔 개인에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 을 과

세표 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

재한 사업소  그 ------------

-----.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여총액

을 과세표 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

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

재한 사업소 -----------------

------------.

4.∼8. (생  략) 4.∼8. ( 행과 같음)

시행시기 : 2021.1.1.

주민세 체계 개편

균등분

개인 : 1만원 이내 개인분 1만원 이내(조례)

개인사업자 : 5만원

사업소분
기본세액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5만원,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법인(5만원, 10만원, 20만원)

30억이하/30～50억/50억 과

재산분 1㎡ 250원 연면 분 1㎡ 250원

종업원분 여액의 0.5% 종업원분 여액의 0.5%

주민세 납기 변경

-개인분 : 7.1.과세기 일, 납기 8. 16～8. 31 (동일)

-재산분 : 7.1.과세기 일, 납기 7. 1～7. 31 (종 )

→ 사업소분 : 7.1.과세기 일, 납기 8. 1～8. 31 (개정)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사 발송 → 해당 납부서로 납부시 신고납부 간주

사업소분 주민세 미신고･과소신고시 가산세 : 2022.12. 31.까지 면제(부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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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액 계산특례

종       전 개      정

제103조의19(과세표 ) (생  략) 제103조의19(과세표 ) ① (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

업연도의 소득에 한 법인세 과세표 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

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액에

서 차감한 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

세표 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 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액에 가산한 이후에 단의 규정을 

용한다.

<신  설> ③ 제2항 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

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액을 과하는 경우에 그 과하는 액

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

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 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제3항을 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 경우 → 법인지방소득세 과

세표 액에서 공제

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법인세 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 이월공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 액 계산시 손  산입 



40◂◂ 2021년 제5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종       전 개      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

일 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

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

------------------------------

------------------------------

------.------------------------

------------------------------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에 “손 산입한 외국납부세액”산입 → 법인지방소

득세 과세표 액에서 공제

외국법인세액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까지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에서 공제

※ 계산 사례

1. 법인세

구 분 국내소득(세포함) 국외소득(세포함) 과세표 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납부세액

과세표 10,000,000,000 2,000,000,000 12,000,000,000 2,380,000,000 396,666,667 1,983,333,333

2.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400,000,000

 

구 분 국내소득(세포함) 국외소득(세포함) 과세표 액 산출세액 납부세액

종 과세표 10,000,000,000 2,000,000,000 12,000,000,000 238,000,000 238,000,000

개정 과세표 10,000,000,000 2,000,000,000 11,600,000,000 230,000,000 230,000,000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 396,666,667 + 지방소득세 8,000,000 = 404,666,667

소 공제

▸2014.1.1～2019.12.31.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법인세에서 외국법인세액 세액공제 방법 선택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에 

외국법인세액 포함

▸기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 외국법인세액 차감” 

후 산출세액=환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과 → 10년까지 

이월하여 차감 계산 가능

▸2020.12.31. 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했더라도 2021.6.30.까지 경정청구 가능

8.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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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1.⋅2. (생  략) 1.⋅2. ( 행과 같음)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

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탁

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탁자별로 구분

된 재산에 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

일 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

-----------------------------.

1.∼4. (생  략) 1.∼4. ( 행과 같음)

<신  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

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는 등록된 신탁재

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같은 조에 따른 탁자(｢주택

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

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

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을 말하

며, 이하 이 장에서 “ 탁자”라 한

다). 이 경우 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생  략) 6. ( 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 행과 같음)

신탁재산 : 수탁자 납세의무자 → 탁자로 변경, 직장･지역주택조합( 외)

- 1994.1.1. 탁자 → 2014.1.1. 수탁자 → 2021.1.1. 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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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119조의2(신탁재산에 한 특례) ｢신탁

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 납세

의무) ① 신탁재산의 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세･가산  는 체납처분비(이하 “재

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탁자의 다른 재산에 하여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액에 미치지 

9. 1세 1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종       전 개      정

<신  설> 제111조의2(1세  1주택에 한 세율 특

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

구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  1

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 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에 해

서는 다음의 세율을 용한다.

과세표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과 30,000원+6천만원 

과 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과 

120,000원+1억5천만원 

과 액의 1,000분의 2

3억원 이하

3억원 과

420,000원+3억원 과

액의 1,000분의 3.5

② 제1항에 따른 1세  1주택의 해당여

부를 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주택공시가격(시가표 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세 1주택 : 신탁된 주택은 탁자 주택수에 포함

주택세율 1,000분의 5 포인트 공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한시  용

10.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시 물 납세의무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43

종       전 개      정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하여 압류

할 수 있다.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

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탁자의 재산

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

이 도래하는 재산세 는 가산

(재산세에 한 가산 으로 한정

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련하여 발생한 것. 다만, 제113조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신탁

재산과 다른 토지를 합산하여 과

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련

하여 발생한 재산세 등을 제4조에 

따른 신탁재산과 다른 토지의 시

가표 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 

 신탁재산 부분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액에 한 체납처분 과

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

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1. 재산세등의 과세표 , 세액  그 

산출 근거

2. 재산세등의 납부기한

3. 그 밖에 재산세등의 징수를 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

무자인 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는 이 하거나 신탁재산

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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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라 고지된 부분에 한 납세의무에는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

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 의 수탁자

에 한 신탁 설정일을 기 으로 제1항

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한 재 수탁

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⑥ 신탁재산에 하여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

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하여 지

출한 필요비 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물 납세의무의 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시기 :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부터 용

해당 신탁재산과 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

래하는 재산세 는 가산 (재산세에 한 가산 )

 탁자의 다른 재산에 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액 부족(보충성)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탁자의 재산세등 납부의무 부담

신탁재산 수탁자 변경 → 새로운 수탁자가 종 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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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28조(별장 등의 범 와 용기 ) ① 

(생  략)

제28조(별장 등의 범 와 용기 ) ① 

( 행과 같음)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 주택

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

표 액이 6억원을 과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④ ------------------------------

--------------------------------

--------------------------------

-----. --------------------------

--------------------------------

--------------------------------

--------------------------------

------ 9억원---------------------

--. 

1. 1구(1세 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1. ----------------------------

11. 오피스텔 표 가격 고시제도 도입

종       전 개      정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 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 ”이란 과세 상별 구체  특성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

정안 부장 이 정하는 기 을 말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 액 결정 등) 

① ------------------------------

--------------------------------

--------------------------------

----------------------------. 

<신  설> 1. 오피스텔: 행정안 부장 이 고시

하는 표 가격기 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형태･특수한 

부 설비 등의 유무  그 밖

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

減算率)

시행시기 : 2022.1.1. 이후부터 시행

오피스텔 시가표 액=행정안 부장  고시 표 가격×층별･용도별 지수×가감

산율

12. 고 주택 요건사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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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과세의 

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용할 때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

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 

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과세의 

외) ---------------------------

--------------------------------

--------------------------------

--------------------------------

--------------------------------

--------------.

1.∼7. (생  략) 1.∼7. ( 행과 같음)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 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

은 경우는 제외한다.

8. ---- 각 목------------------

---------------------------

---------------. -----------

---------------------------

---------------------------

---------------.

가. (생  략) 가. ( 행과 같음)

종       전 개      정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 (주차장

면 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

액이 9천만원을 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

----------------------------

---------- 주거용 -----------

----------------------------

-------------------

2. 1구의 건축물의 지면 이 662제곱

미터를 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

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

------------- 주거용 --------

----------------------------

---------------------

단독주택 건축물 시가표 액 9천만원 → 삭제

공시가격 6억원 → 공시가격 9억원

경과규정 : 2020.12.31. 이 에 계약체결･계약  지 한 단독주택 → 종 규정 

용

13. 주택유상거래 과세 제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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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나.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2

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여 취득하는 주택 

<단서 신설>

나. -------------------------

-------------------------

-------------------------

-------------------------

-------------------------

--------------- 주택조합(같

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

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

-------- 취득하는 주택. 다

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

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

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

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 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

항에 따른 시공자  ｢건축법｣ 제2

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

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

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

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 하는 주택으로서 입

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

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 하는 주택

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는 임

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

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

외한다.

9. ----------------------------

----------------------------

----------------------------

----------------------------

----------------------------

----------------------------

----------------------------

----------------------------

----------------------------

----------------------------

----------------------------

----------------------------

---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의6에서 같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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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가.･나. (생  략) 가.･나. ( 행과 같음)

10.∼12. (생  략) 10.∼12. ( 행과 같음)

<신  설> 13. 물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

우 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

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는 제외한다.

직장･지역 주택조합 → 주택조합,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 포함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 → 안분 과세 

제외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 사업, 직장･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업 : 해당 주택건설

사업을 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

-도정법상 재개발사업 : 주택건설사업을 하여 취득하는 주택  신축주택 비율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

신축하는 주택  주택이 아닌 건축물 체의 연면

-그 밖의 주택건설사업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  비율이 50% 이상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100%

∙신축하는 주택의 연면  비율이 50% 미만 :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하여 

취득하는 주택  신축 주택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법인세법에 따른 격 물 분할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과세 제외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시 제외)에

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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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제78조의2(종업원의 여총액 범 ) 법 제

74조제7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 하는 

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의 총액을 말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78조의2(종업원의 여총액 범 ) ----

--------------------------------

--------------------------------

--------------------------------

--------------------------------

------. -------------------------

14. 일시  2주택 주택유상거래 과세 제외 개선

종       전 개      정

제28조의5(일시  2주택) ①･② (생  략) 제28조의5(일시  2주택) ①･② ( 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을 용할 때 종  주택등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리처분계획의 인가 는 ｢빈집  소규모주

택 정비에 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

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

서 리처분계획인가 는 사업시행계획인

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 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

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  주택등

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기존

-조합원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이사 해 다른 주택 취득시 →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3년 이내에 신규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주택 매각시 일시  

2주택으로 

※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 소유한 1세 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

당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  2주택 

기간 기산

개정 : 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 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이주한 날에 종  주택등 처

분 간주

15.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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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하는 여는 제외한다. ---------------------. 

1. (생  략) 1. ( 행과 같음)

<신  설> 1의2. ｢근로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 후휴가를 사용한 종업

원이 그 출산 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여

종       전 개      정

제102조(분리과세 상 토지의 범 ) ①∼

⑥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 상 토지의 범 ) ①∼

⑥ ( 행과 같음)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 통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

9호  제11호에 따른 토지  취득일로부

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

한다.

⑦ ------------------------------

--------------------------------

--------------------------------

----------------------------. ---

--------------------------------

--------------------------------

---------------------- 않은 -----

----------.

1.∼4. (생  략) 1.∼4. ( 행과 같음)

5.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종  여제외 사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상 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여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여

※ 여제외 추가

- ｢근로기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 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

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여

16. 산업단지개발용지 분리과세 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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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

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

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

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

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직  사용하거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공인

가 에 분양･임  계약이 체

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빠

른 날까지

1) 공인가일

2) 토지 공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 차 개시일 

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

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

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공인가 

후에도 분양･임  계약이 체

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

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빠른 날까지

1) 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

한 날

2) 토지 공  완료일

종  : 분리과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개정 : 분리과세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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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동차 연납 세액공제 축소

종       전 개      정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신고･납부) ①

∼⑤ (생  략)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신고･납부) ①

∼⑤ ( 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128조제3항  제4항의 계산식

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2021년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연납세액공제 10% → 연차별 축소 후 2025년부터 3% 세액공제

18. 지역자원시설세 임의세에서 강행세 환

종       전 개      정

제141조(목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

원･해 자원･ 자원･수자원･특수지

형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방 등 안 리

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지

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

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

을 충당하기 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1조(목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 , 환경보호･개선, 안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

반비용에충당하기 하여 부과한다.

2021.1.1부터 시행, 임의세 → 강행세 환

-컨테이 부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시 → 감면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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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력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상 조정

종       전 개      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

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 매하거나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하여 채수(採

水)하는 자

6. 화력발 : 석탄･석유･천연가스등 화

석연료를 이용하여 발 을 하는 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

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 : 컨테이 를 취 하는 부

두를 이용하여 컨테이 를 입항･출

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

을 하는 자

다. 화력발 : 연료를 연소하여 발

을 하는 자

화석연료 → 연료(범  확 )

이용 → 연소(방법 축소)

-연소아닌 방법 이용 → 과세제외

-바이오 유 등 비화석연료 → 과세포함

20.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종       전 개      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

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당시

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에 따른 납세지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

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성립 당시

의｢소득세법｣ 제6조  제7조에 따

른 납세지

2020년 5월 확정신고분부터 용, 2021년 5월 신고시에도 주의필요



54◂◂ 2021년 제5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종       전 개      정

제3조(자경농민  직  경작농지의 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

상 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는 배

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 별 

주민등록표(이하 “세 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명 이상이 

취득일 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경농민  직  경작농지의 기  

등) ① ---------------------------

--------------------------------

--------------------------------

--------------------------------

--------------------------------

--------------------------------

--------------------------------

--------------------------------

--------------------------------

------------------------.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

다) 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

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

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에 거주할 것

2. ----------------------------

----------------------------

----------------------------

----------------------------

----------------------------

---------- 30킬로미터 -------

------------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

--------------------------------

-------------------------------.

2. 농지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

소지가 농지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

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임

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일 것

2. ----------------------------

----------------------------

----------------------------

----------------------------

------------------ 30킬로미터 

-------------

③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합한 시

③ ------------------------------

--------------------------------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자경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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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

-----------------.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

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

인 시･군･구 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

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

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6

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온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은 소재

지에 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

----------------------------

----------------------------

----------------------------

---------------------- 30킬로

미터 --------------. --------

----------------------------

----------------------------

---------------------------.

<신  설> ④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 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

설을 말한다

1. 사육시설, 소독  방역 시설, 착유

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자경농민 거주지역 : 경작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 30km 이내

취득하는 농지 소재지역 : 주소지로부터 20km 이내 → 30km 이내

농업용시설  축사,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 

-사육시설, 소독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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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④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

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농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

 경작할 목 으로 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

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

지법｣ 등 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

기 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

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

호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

--------------------------------

--------------------------------

--------------------------------

--------------------------------

--------------------------------

--------------------------------

--------------------------------

--------------------------------

----------. ---------------------

--------------------------------

--------------------------------

--------------------------------

-------------------------------.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

소지를 취득 농지  임야 소재지 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

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 한 시･군･구 

는 농지  임야 소재지로부터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

로 이 하는 경우

1. ----------------------------

----------------------------

----------------------------

----------------------------

----------------------------

----------------------------

--- 30킬로미터 --------------

-------------------

2.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후 추징요건 개선

농지・임야소재지로부터 20km 바깥으로 주민등록 이 시 추징 → 3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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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임 주택 임 기간 조정

종       전 개      정

제31조(임 주택 등에 한 감면) ① ｢공

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민간임 주택에 한 특별법｣에 따른 

임 사업자(임 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임 용 부동산을 임 목

물로 하여 임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 사업자”라 

한다)가 임 할 목 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 시설  임 수익  액

을 임 주택 리비로 충당하는 임 용 복

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해서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

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

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임 주택 등에 한 감면) ①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 행과 같음)

2. ｢민간임 주택에 한 특별법｣ 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

상의 장기임  목 으로 용면  

60제곱미터 과 85제곱미터 이하

인 임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

임 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

기임 주택을 보유한 임 사업자

가 추가로 장기임 주택을 취득하

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

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과분까지를 포함한

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한다.

2. ----------------------------

------------------------ 10년 

----------------------------

----------------------------

----------------------------

----------------------------

----------------------------

----------------------------

----------------------------

----------------------------

----------------------------

----------------------------

----------------------------

----.

②∼⑥ (생  략) ②∼⑥ ( 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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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 10년

※ ｢민간임 주택에 한 특별법｣, 2020.12.10.부터 시행

- 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 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

진 단기민간임 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 트 장기일반민

간매입임 주택 유형은 폐지, 민간임 주택의 임 의무기간을 종  8년 이상

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

: 10년 이상 장기일반민간건설임 주택, 장기일반민간매입임 주택(아 트제외)

4. 평생교육시설 공 학 감면

종       전 개      정

제44조(평생교육시설에 한 감면) ① (생  략)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한 감면) ① 

( 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

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

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

설(이하 이 항에서 “ 공 학”이라 한

다)에 직  사용하기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

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 일 재 

공 학에 직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

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해서는 202

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  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

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

 사용하기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 일 

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  사용하

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

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에 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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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

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

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

--------------------------------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

(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

”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

1. ----------------------------

----------------------------

----------------------------

---------------- 건축물로서 같

 공 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 공 학에 직  사용하기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15% 최소납부)

-과세기 일 재 공 학에 직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면제(15% 최소납부)

공공직업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  사용하기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과세기 일 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면제

5. 기 과학연구지원 감면축소

종       전 개      정

제45조의2(기 과학연구 지원을 한 연

구기  등에 한 면제)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 조성  지원에 한 특별법｣에 

따른 기 과학연구원과｢과학기술분야 정

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

에 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 이 그 고

유업무에 직  사용하기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 일 

재 그 고유업무에 직  사용하는 부동

산에 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

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5조의2(기 과학연구 지원을 한 연

구기  등에 한 면제) ------------

--------------------------------

--------------------------------

--------------------------------

--------------------------------

--------------------------------

--------------------------------

--------------------------------

------------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

2월 31일-------------------------

--------------------------.

도시지역분 재산세 → 과세 환

6.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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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

축물 에 지효율 인증 등 (이하 

이 조에서 “에 지효율등 ”이라 

한다)이 1+등  이상인 건축물: 10

0분의 10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 지효율 인증 등 (이하 

이 조에서 “에 지효율등 ”

이라 한다)이 1+등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삭  제>

나. 에 지효율등 이 1등 인 건

축물: 100분의 5

<삭  제>

2. 녹색건축 인증등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

감률

가. 에 지효율등 이 1+등  이

상인 건축물: 100분의 5

나. 에 지효율등 이 1등 인 건

축물: 100분의 3

2. 녹색건축 인증등  우수 건축물로

서 에 지효율등 이 1+등  이상

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생  략) ② ( 행과 같음)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 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  이상”이란 에 지효

율등 이 1등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

--------------------------------

----- 1+등  ----------------.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 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 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 지건축

물 인증 등 (이하 이 조에서 “제

로에 지건축물 인증등 ”이라 한

다)이 1등 부터 3등 까지에 해

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등 이 4등

인 건축물: 100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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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등 이 5등

인 건축물: 100분의 15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지 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

이라 한다)  총 에 지 감율 는 총 

이산화탄소 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

지 감율 등”이라 한다)이 55퍼센트 이

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

--------------------------------

--------------------------------

--------------------------------

--------------------------------

--------------------------------

------------------------ 65퍼센트 

--------------------------------

-------------------------------.

녹색건축 인증 등  최우수 건축물

-에 지효율 인증 등  1
+
등  이상인 건축물 : 100분의 10 

-에 지효율등 이 1등 인 건축물 : 100분의 5 → 삭제

녹색건축 인증 등  우수 건축물

-에 지효율 인증 등  1
+
등  이상인 건축물 : 100분의 5

-에 지효율등 이 1등 인 건축물 : 100분의 3 → 삭제

제로에 지건축물 : 취득세 100분의 15 → 등 별 감면 차등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 등  1등 ～3등  : 100분의 20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등  4등  : 100분의 18

-제로에 지건축물 인증등  5등  : 100분의 15

에 지 약형 친환경주택 기  강화

-에 지 감율 는 총 이산화탄소 감율 55% 이상 → 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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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종       전 개      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한 

감면) ①･② (생  략)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한 

감면) ①･② ( 행과 같음)

<신  설>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

해 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

안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

일부터 100일 이내 지진안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서

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

까지의 범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용하지 아

니한다.

지진안 시설물 인정받은 신축건축물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 지진안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포함

-취득세 100분의 5 감면

8. 5세  이동통신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종       전 개      정

<신  설> 제49조의2(5세  이동통신 무선국에 한 

감면) 내국법인이 아이엠티이천이십(I

MT-2020, 5세  이동통신) 서비스 제

공을 하여 과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해서는 등록

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IMT-2020, 5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하여 과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 → 등록면허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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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

선국에 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

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이

용 활성화에 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능

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9. 주택담보 출연체된 주택취득 감면

종       전 개      정

<신  설>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한 감면) ｢한

국자산 리공사 설립 등에 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 리공사가 주

택담보 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

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하여 해

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 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

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

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

일 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  인 

주택에 해서는 해당 주택에 한 재

산세 납세의무가 최 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한국자산 리공사가 주택담보 출 연체된 주택 취득

-주택담보 출 상환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 임 차계약 체결 조건

-해당 연체자의 주택시 취득세 50% 감면

-과세기 일 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  인 주택 재산세 5년간 50% 감면

1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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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

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

허에 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종       전 개      정

제34조(수용시의 과액 산정기 ) ① (생 략) 제34조(수용시의 과액 산정기 ) ① (

행과 같음)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  

등 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

약일(사업인정고시일 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는 사업인정고시일 재 1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는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부터 계속하

여 주민등록 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라도 사실상 거주 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는 사업자(법인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

을 취득하 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

기간으로 본다.

② ------------------------------

--------------------------------

--------------------------------

--------------------------------

--------------------------------

--------------------------------

--------------------------------

--------------------------------

--------------------------------

--------------------------------

--------------------------------

--------------------------------

--------------------------------

----------. ---------------------

--------------------------------

--------------------------------

------.

1. 매수 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는 농지의 

1. ----------------------------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신･수신 설비를 선박에 설치, 무선국 개설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한 등록면허세 면제

2021.1.30.부터 시행 → 2021, 1. 30.부터 해당 법률 시행

11. 부동산등 수용 체취득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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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30킬로미터 ----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수용된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외 지역 거주

→ 30km

12. 직 사용 개념 개선

종       전 개      정

제123조(직  사용의 범 ) 법 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한 재산세의 감면규

정을 용할 때 직  사용의 범 에는 해

당 감면 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

축 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3조(직  사용의 범 ) -----------

--------------------------------

--------------------------------

------------------- 건축물  주택

-----------------.

건축물 건축 인 경우 토지분 재산세 직 사용 간주

→ 건축물  주택을 건축 인 경우 토지분 재산세 직 사용 간주





< 1 주제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지방세 영향분석

 발표자 :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세무학박사)

 좌  장 :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석좌교수)

 토론자 :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 연구센터장)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지방세 영향분석 ▸▸69

 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지방세 영향분석

  동 흔*

<목 차>

Ⅰ. 의 의

Ⅱ. 부동산 공시가격의 황과 활용

1. 부동산공시법상 공시가격 산출체계 

2. 행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 실태

3. 지방세 과세표 으로서 공시가격 

활용

Ⅲ.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계획 내용과 

그 함의(含意)

1. 부동산공시가격 실화 계획의 내용

2. 부동산공시가격 실화계획의 분석

3. 2020년 부동산공시가격 실화추진

사항의 분석

Ⅳ. 지방세에 미치는 향분석

1. 공시가격 실화에 따른 세부담의 

 불형평

2. 재산세 세율의 한시  인하와 세부

담상한효과 상쇄

3. 지자체 조례에 의한 재산세 세율인

하의 정성 

4. 공시가격 산정 격성과 과세처분

의 효력

Ⅴ. 개선방향

1. 공시가격 실화추진계획에 한 

수정 : 실화와 평 화 조화

2. 기 공시가격으로서의 격성 제고

를 한 제도개선

3. 재산세 등 세제 제도의 개선 병행

Ⅵ. 결 어

참고문헌

Ⅰ. 의 의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부터 부동산공시법(§26의2①)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정가격을 반 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 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한 부동산 공

시가격 실화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공시가격 

* 現 법무법인 율  상임고문, 세무학박사, 감정평가사, 고려 학교 정책 학원 겸임교수, 가천 학교 

경 학원 겸임교수, 한국감정평가사 회 공공서비스 원회 원장 前 조세심 원 상임조세심 , 

행정자치부 일반직고 공무원, 안 행정부 지방세운 과장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청선임연구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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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2020.10.27. 공청회)하 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실

화율 도달목표를 3개안(80%, 90%, 100%)로 제시하고 단독주택과 아 트 등 공동주

택 유형별 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를 제시하 다.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는 부동산 시가 비 부동산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어 공시

가격을 시가에 맞추는 작업을 의미한다. 공시가격 실화 문제는 과세형평성을 고려

할 때 타당하나 실 으로 정책추진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다. 과거에도 1980년

말부터 2000년 까지 공시가격(과표) 실화 문제가 있었으나 부동산가격의 등락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지 못한 이 있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 

목표(80%, 90%. 100%안)와 도달기간(5년～10년)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와 련하

여 실화를 격히 할 것인지 아니면 진 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우선 정부는 

공시가격 실화율을 90%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

화율을 심으로 분석하면 재 실화율(69.9%)에서 10년간 매년 2%p씩 인상하여 

10년에 목표치를 도달하는 방안이지만 매년 2%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시가상승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다. 즉 공시가격 인상율은 주택가격 시가상승률+

실화 인상율α(1%,2%,3%)을 합산하여 인상되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

게 되면 공시가격 인상율은 더 많이 인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등하

게 되면 공시가격 실화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와 더불어 고려할 사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

하 “보유세”라 한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다. 세부담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조세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고 세부담도 이에 결정되어야 하지만 공시가격의 

실화는 인 인 과표인상으로 보유세 세부담을 인상하게 되는 에서 재산세 등 

증세를 한 수단으로 공시가격 실화를 활용한다는 이다. 지방세법 등에서 부동

산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세표 으로 바로 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권자가 

부동산가액을 조사･평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보유세 과세기 으로 그

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사실상 보유세의 부담을 결정하고 

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서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에 따라 지방세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이에 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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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황과 활용

1. 부동산공시법상 공시가격 산출체계 

부동산공시법령에 의거 토지의 경우 표 지 조사･평가 업무수행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은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하고 이에 

한 검증업무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표 주택 가격

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2020.12.10.부터 한국감정원 명칭이 변경됨, 이

하 “부동산원”이라 함)이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하며 이에 한 

검증업무는 부동산원이 하며 공동주택에 하여는 모두 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도

록 하고 있다. 

<표 1> 부동산공시업무 체계현황

구분 표  공시 개별 공시 검증 수행 련조문

토지
국토 부장 ( 감정평가

업자 조사･평가)

시장･군 수･구청 장(지

방공무원 산정후 결정)
문감정평가법인 검증 §3, §10

단독주택
국토 부장 ( 한국부동

산원 조사･산정)

시장･군 수･구청 장(지

방공무원 산정후 결정)
부동산원 직원 검증 §16, §17

공동주택
국토 부장 ( 한국부동

산원 조사･산정)

국토 부장 ( 부동산원 

산정후 결정)
[검증 차 없음] §18

부동산 공시가격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공시법이 종  규정과 다른 차이 은 단독

주택에 있어서 ① 표 단독주택가격을 문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 으나 재

는 부동산원직원이 조사･산정하도록 변경되었고 ② 개별단독주택가격에 한 검
증업무를 종 에는 문 감정평가법인 등이 하 으나 부동산원 직원이 검증하도록 

변경되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체계에 있어서 외 상 종 과 차이가 없어 보이나 종 에는 구

한국감정원이 구 부동산공시법 부칙에 의거 문감정평가기 으로 의제되었으나1) 

2016.9월부터는 구 감정원법에 의거 설립된 구 한국감정원은 문 감정평가기 에서 

제외되고 부동산가격조사기 으로 법 지 가 변경된 이다.2) 따라서 구 한국감

1)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법률 부칙 제8조(감정회사에 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의 감정평가에 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 을 수하는 범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제28조(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34조의 규정은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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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는 구 감

정원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원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일반, 집합)에 한 공시가격의 공시체계가 마련되어 있

으나 이 부분도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공시체계가 상호 다

르며 집합비주거용부동산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과 같이 검증체계도 없이 국토부장

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주거용부동산에 한 공시가격을 실제는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다. 

<표 2> 부동산공시가격 운영체계의 차이점 비교

구분 2016.8.31. 까지 2016.9.1이후

단독주택
- 표 주택가격의 조사･평가(구법 §29)

- 문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 표 주택가격의 조사･산정(법 §16)

- 부동산원 직원의 검증

공동주택 부동산원 지  : 감정평가법인 부동산원 지  : 조사산정기

비주거용

부동산
<신설>

일반 : 조사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함

집합 : 조사산정하되 공동주택가격과 

동일함

2. 행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 실태

가. 낮은 공시가격 실화와 정세부담수

보유세 과세기 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 하지 못하고 시가보다 낮다는 

은 오래된 숙원 과제이다. 매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보유세 과세기 인 과

표가 시가를 반 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에서 과표

실화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세 으로 환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 으로 제기

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반  실화율이 낮은 것은 근로소득자와 과세표

과 비교할 때 불형평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에 한 과세는 

과세표 이 부 노출되는데 반하여 부동산에 한 보유세는 시가의 일부만을 과세

표 으로 삼고 있다는 이 불형평으로 지 되는 이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는 

2) 한국감정원법 부칙 제3조(감정평가 업무 등에 한 경과조치)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정원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의뢰받은 감정평가업무 등 제12조 외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  감정평가사에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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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소득여하에 불구하고 보유사실에 기하여 부과되는 세 이기 때문에 가득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나아가 조세민원을 발생

하게 된다. 

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화 과정에서 일부 실화율이 시가를 과한 부동산

도 있으나3) 반 으로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실화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

에 무차별 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즉, 부담능력이 있는 고가주

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한 실화에 따른 세부담문제는 부담능력 범 내에 타당

성을 가지지만 일반 서민이 삶의 터 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 세부담도 

함께 증가한다는 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실화문제는 다른 여러 제도와 함께 보
유세의 정 부담수 을 정책 으로 정한 다음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즉 보유세정책에 있어 과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은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나. 공시가격 조사산정구조와 실화 방법상 한계

부동산 공시법상 개별공시가격 결정은 통계  기법에 의하여 조사산정하는 체계

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등도 통계  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객 성

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표 지 공시지가보다 정 성이 떨어지고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래가격 등의 자료가 없는 토지나 고가주택의 거래가 조

하고 유사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실화율은 이를 반 하는 통계  기

법이 없는 계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토지, 주택에 한 가격을 

조사평가할 수 없고 량평가모형에 의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실에서 

거래사례자료에 의한 통계  기법만으로는 거래가 거의 없거나 조한 부동산에 

한 과표 실화를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가에 의한 3단계 검

증 차 조차 거치지 아니하는 공시가격 조사산정구조하에서는 실화반 은 불가

능하다. 그러므로 통계  분석은 공시가격 실화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만을 

보유세 과표로 용하기 때문에 안주할 수 있는 기법이다. 만약 공시가격이 실화

된 상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100%)을 그 로 용하는 보유세 구조하에서는 조사

산정된 가격은 작정가격을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불가피하다.

3) 법원에서는 “시가표 액에 한 결정이 시가의 변동으로 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하다”는 례도 있다( 법원 1997.7.8. 선고 95 1795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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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과세표 으로서 공시가격 활용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와 주택에 한 재산

세 과세기 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

지가 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이 제공한 토지가격비 표 는 주택가격비 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

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 부장 이 정하는 기 에 따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를 과세기 으로 하

고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격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토지 70%, 주택60%를 용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토지, 주택 90%(2020년)～95%(2021년)로 정하고 있다.

<표 3>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구조

구분 산출구조

재산세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세액

↑ ↑

매년 결정공시(변동요소) 법정 요소(주택 60%, 토지 70%)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세액

↑ ↑

매년 결정공시(변동요소) 법정 요소(토지, 주택 90～95%)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년 변동하는 토지 등 공시가격(개별공

시지가, 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에 의하여 세부담이 변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4)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시가격 수 에 의하여 보유세 

부담이 결정되는 것이다. 

4) 공정시장가격비율의 수 을 토지, 건물은 70%로 정하고 주택은 60%로 정한 이유는 첫째, 토지의 

경우 종 의 공시지가 용비율이 2008년도에는 65%수 이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공정시장가

격비율을 70%로 하 다. 둘째, 주택과표의 경우 2008년도에는 55% 용비율이 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60%로 공정시장가격비율로 정하되 주택에 한 세율체계를 소폭 조정하여 

세부담 수 이 동결되거나 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차이가 있는 주택에 

하여만 인상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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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내용과 그 함의(含意)

1. 부동산공시가격 실화 계획의 내용

부동산공시법(§26의2)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 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정가

격을 반 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 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때

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

항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2020년 재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율이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

주택 69.0%인바 이에 하여 국토연구원은 부동산공시가격 실화계획(안)을 아

래와 같이 발표하 다. 부동산공시가격 실화율 도달목표를 3개안(80%, 90%, 10

0%)로 제시하고 단독주택과 아 트 등 공동주택 유형별 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를 제안하 다.(2020.10.27. 공청회)

<표 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계획

구분 (제1안)80% (제2안)90% (제3안)100%

공동주택(69.0%)  5년 10년 15년

단독주택(53.6%) 10년 15년 20년

토지(65.5%) 5년 8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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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공시가격 실화계획의 분석

재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방안(목표 : 90%)에 한 공시가격 인상율과 재산세

부담 분석과 련하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화율을 심으로 보면 재 실화

율(69.9%)에서 10년간 매년 약 1%p씩 인상하여 10년에 목표치를 도달하는 안이지만 

매년 1%p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상승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공동주택(시가 5억원)의 실화율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2030년에 90%를 

실화 목표로 하는 경우(매년 시가 10%상승시 제) 다음과 같은 세부담 차이가 발

생하게 된다. 

<표 5>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별 공시가격인상액과 보유세 인상 부담액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억(80%)

매년1%p인상

(420,000원)

시가변동액 5.5억 6.05 6.665 7.321 8.053

목표 실화율

(공시가격인상액)

81%

(4.445)

82%

(4.961)

83%

(5.532)

84%

(6.150)

85%

(6.845)

공시가격인상율 11.1%↑ 11.6%↑ 11.5%↑ 11.2%↑ 11.3%↑

과세표 (60%) 2.667 2.977 3.319 3.690 4.107

재산세 산출액(원) 486,750 564,250 697,600 846,000 1,012,800

재산세 부과액(원) 462,000 508,200 559,020 726,720 944,740

년 비인상율5) 10% 10% 10% 30% 30%

3.5억(70%)

매년2%p인상

(345,000원)

시가변동액 5.5억 6.05 6.665 7.321 8.053

목표 실화율

(공시가격인상액)

72%

(3.960)

74%

(4.477)

76%

(5.065)

78%

(5.710)

80%

(6.442)

공시가격인상율 13.1%↑ 13.1%↑ 13.1%↑ 13.2%↑ 12.9%↑

재산세 과세표 2.376 2.687 3.039 3.426 3.865

재산세 산출액(원) 414,000 491,000 585,600 740,400 916,000

재산세 부과액(원) 379,500 417,450 459,195 505,110 656,650

년 비 인상율 10% 10% 10% 10% 30%

3억(60%)

매년3%p인상

(270,000원)

시가변동액 5.5억 6.05 6.665 7.321 8.053

목표 실화율

(공시가격인상액)

63%

(3.465)

66%

(3.993)

69%

(4.599)

72%

(5.271)

75%

(6.040)

공시가격인상율 15.5%↑ 15.2%↑ 15.2%↑ 14.6%↑ 14.6%↑

재산세 과세표 2.079 2.396 2.759 3.163 3.624

재산세 산출액(원) 339,750 419,000 509,750 635,200 819,600

재산세 부과액(원) 297,000 326,700 359,370 395,300 513,900

년 비 인상율 10% 10% 1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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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년 비 공시가격 인상율 변화 

공시가격 실화 계획에 따라 인상하여야 할 공시가격 인상율은 주택가격 시가상

승률+ 실화 인상율α(1%,2%,3%)을 합산하여 인상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되면 공시가격 인상율은 더 많이 인 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즉 실화율이 

낮은 경우에는 높게 인상하여야 하고 실화울이 높은 경우에는 낮게 인상하여야 

공시가격 평 화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6>과 같이 공시가격의 경우 

실화율이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년 비 시세가 어떻게 변동하

는지 여하에 따라 공시가격인상폭이 달라지게 된다. 

<표 6> 시세구간별 공동주택 현실화율 분포현황

구분 체

9억 원 미만 9억 원 이상

～ 3

억 원

3∼6

억 원

6∼9

억 원

9∼12

억 원

12∼15

억 원

15∼30

억 원

30억 원

～

’19년 68.1 68.4 68.6 68.6 67.2 67.1 66.6 66.8 67.4 69.2

’ 20년 69.0 68.1 68.4 68.2 67.1 72.2 68.8 69.7 74.6 79.5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3.18.)에서 빌췌함

나. 재산세 부담변화추이 

공동주택가격 시가 상승율 여하에 따라 재산세부담액이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

라 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지방세법상 정당한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액과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며 나아가 아래 <표 7>과 <표 8>과 같이 조세 불형평이 매년 심화되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를 용하는 경우 그 격차는 

매년 심화될 뿐 만 아니라 공시가격 실화를 달성하더라도 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지속 으로 재산세를 인상한 채로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더라도 재산세를 인상하여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세 항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5) 년 비 재산세 인상율은 세부담 상한제를 용받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공시가격 별 차이가 

발생한다.

[2021년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표 세율과 세부담상한율]

구분(과세표 ) 재산세 세율 세부담상한율(공시가격기 )

6천만원이하 0.1% 3억원이하 5%

6천만원～1.5억원 미만 60,000원+ 0.15% 5%

1.5억원 과～3억원 미만 195,000원+ 0.25% 5%

3억원 과 570,000원+ 0.4% 3～6억원 10%, (6억원 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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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재산세 산출세액 기준 비교

구분 4억 (80% ) 3.5억 (70% ) 3억 (60% ) 격차(최고- 최 )

2021년(A)  486,750 414,000 339,750 147,000

2025년(B) 1,012,800 916,000 819,600 193,200

인상액(B-A) 526,050↑ 502,000↑ 479,850↑ 46,200↑

<표 8> 재산세 실제 부과세액 기준 비교

구분 4억 (80% ) 3.5억 (70% ) 3억 (60% ) 격차(최고- 최 )

2021년(A) 462,000 379,500 297,000 165,000

2025년(B) 944,740 656,650 513,900 430,840

인상액(B-A) 482,740↑ 277,150↑ 216,900↑ 265,840↑

다. 공시가격 실화계획의 함의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계획은  진  공시가격 실화방안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부동산 시가가 안정될 경우에 타당한 것이지 실제 부동산 공시가격이 

등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실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공시가격 실화를 단순히 실화에 을 두고 있고 실화의 목표인 보

유세 부담을 어떤 수 으로 부담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한 실효세율에 한 부분

이 간과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 보유세 세율체계는 재산세 등 보유세 

세율 개정당시의 공시가격 황, 실화율 분포, 세부담 등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정 세부담을 감안하여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궁극 인 재산세 부담과 

세율 체계에 한 제를 기반으로 하지 아니한 채 공시가격 실화율 인상계획은 

단순히 세부담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공시가격 실화계획은 ① 목표 공시가격 실화 추진기간 동안 지

속 으로 공시가격간의 불형평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이다. 즉 공시가격은 보유

세 등 각종 조세 기 으로 사용되는 만큼 실화율을 올리면 고가주택 보유자는 물

론 서민들의 조세부담도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는 이다. 비록 부동산의 유형･가

격 별로 실화 계획을 다르게 용한 것에 해선 가 주택 등의 실화율 편

차가 큰 여건을 감안해 실화 시기를 합리 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고려한다고 하

더라도 실화율이 낮은 주택에 하여는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게 

된다.

② 부동산 유형과 가격 별로 실화율 기간을 각각 다르게 설정해 고가주택과 

가주택,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있는 은 별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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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동일 공동주택 가격간의 공시가격 실화율 차이에 따른 재산세부담을 비교

하여 보면 공시가격 실화하는 과정 내내 더욱 과세불형평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래하게 된다는 이다. 특히 가 공동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인상율이 폭 상승하게 되어 지방세법상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액이 괴

리가 더욱 심화되어 재산세 체계를 왜곡하게 된다. 

③ 한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율 인상은 기본가격이 되는 부동산 시가의 격

성 문제이다. 공시가격 실화를 하여 공시가격은 정가격이어야 하고 이는 시가

를 반 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같이 객 인 가치를 터잡아서 공시가격으로 공시하

는 것이므로 객 인 가치를 반 하기 하여 각종 사례가격, 감정평가자료를 고려

하여 정상 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는 기 가격을 마련한 다음 이를 공시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의 기 이 되는 가격이 정하게 

공시되어야 하나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조사산정하는 체계에서는 공시가격 

실화율의 기 이 되는 시가의 범 는 무엇을 기 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에 하여 

투명성이 없는 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표 9> 2020년도 9억이상 공동주택공시가격 현실화 내용

[ 국토 교통부 보도자료 (2020.3.18.)]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20년 공시가격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α)

△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등 련 자료를 통해 객 으로 조사

△ ( 실화율 제고(α)) 가격 , 실화율 수 을 고려하여 제고

제고 상 9억원 미만
9～15억원+

실화율 70% 미만

15～30억원+

실화율 75% 미만

30억원 이상+

실화율 80% 미만

제고

기

미 용( 실화율 68% 

수  동결)

70% 상한

제고폭 8%p 이내

75% 상한

제고폭 10%p 이내

80% 상한

제고폭 12%p 이내

<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시세구간별 실화율 (단  : %)

구분 체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3억원
3∼6
억원

6∼9
억원

9∼12
억원

12∼15
억원

15∼30
억원

30억원
～

`19년 68.1 68.4 68.6 68.6 67.2 67.1 66.6 66.8 67.4 69.2

`20년 69.0 68.1 68.4 68.2 67.1 72.2 68.8 69.7 74.6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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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부동산공시가격 실화추진사항의 분석

가. 2020년 부동산공시가격 실화 추진 

재 정부의 공시가격 실화 방향은 일정가격(9억원)이상의 주택에 하여는 조기 

인상하고 그 이하의 주택에 하여는 인상을 유보하는 등 차등 공시가격 실화 

정책을 추진하 다. 이는 공시가격(9억원)을 기 으로 고가의 주택에 하여는 

세부담 등을 가 하도록 조기에 공시가격을 실화하는 것이다.

나. 분석

첫째, 공시가격 실화 논의 자체의 문제 이라 할 것이다. 이는 행 주택공시가

격은 객  가치인 시가를 반 하지 못하는 계로 본질 으로 정가격이 아닌 

조사･산정가격이며 산정된 공시가격은 지향하여야 할 정가격으로 결정되도록 

실화하여야 하는 만큼, 일반  거래 지표나 과세기  등으로 활용되도록 공시

가격의 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상 공시가격 자체가 통상

인 시장에서 정상 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

정되는 가격인 정가격6)으로 시가를 반 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을 

실화율로 조정한다는 자체가 법 인 근거가 없다는 이다. 

둘째, 공시가격 실화 기 가격 설정에 한 문제 이다. 즉 공시가격이 정가격

으로 산정되었는가에 한 의문이다. 부동산공시법상 개별공시가격 결정은 통계  

기법에 의하여 산정(calculation)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등도 통계  

분석에 의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객 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표 지 

공시지가보다 정 성이 떨어지고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래가격 등의 

자료가 없는 토지나 고가주택의 거래가 조하고 이와 유사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

는 공시가격 실화율를 반 하는 통계  기법이 없는 계로 조사산정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일시에 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토지, 주택에 한 가격을 조사･평

가할 수 없고 량평가모형에 의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실에서 검증

차 조차 거치지 아니하는 공시가격 산정(calculation)구조하에서는 실화 용기

에 해 의문제기되는 것이므로 통계  분석은 공시가격 실화가 되지 아니한 

6)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6조 (표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 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 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에서 선정한 표 주택에 하

여 매년 공시기 일 재의 정가격(이하 “표 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앙부동산가격공시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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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일부만을 보유세 과표로 용하기 때문에 그 동안 안주(安住)할 수 있었던 

기법이며 국민들은 공시가격의 비 실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공시가격 실화 추진 방식에 한 문제 이다. 즉, 일정가액을 기 으로 차

등 실화 추진시 불형평이 가 되고, 향후 하 단계 인상시 조세 항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인근 부동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사･평가한 가액을 

공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화추진 방식의 타당성과 련하여 보면 인상폭을 

미리 정하여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수평  불형평을 래하게 된다. 특

히, 주택공시가격은 인근 주택공시가격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균형

을 훼손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배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 가격 균형성이 심히 훼손된 경우에는 법한 공시가격이 되는 것이며7) 특히, 

차등조정시 주택공시가격간의 불형평을 래하게 된다는 이다.

Ⅳ.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분석

1. 공시가격 실화에 따른 세부담의  불형평

가. 지역간, 납세자별 불형평에 따른 수직 ･수평  과세불형평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 수 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시가격의 시가반 도인 공시가격 실화율이 실질 인 세부담을 결정하는 요소

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의 실화율은 무엇을 기 으로 측정하

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으나 객 인 가치인 시가, 즉 정가격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하나 실 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거래가액 이나 취득시 신고납부하는 기

이 되는 실거래가격을 기 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화 정도를 단할 수가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공시가격의 실화율 정도는 지역간 각각의 부동산별로 천

7) [ 례] 인근토지가격과 균형이 맞지 아니한 경우 단기 과 효력

개별토지가격이 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 ,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하여 용된 가감조정비율, 표 지 

 토지특성이 동일 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한 기 연도를 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 으로 참작하여 단함. 개별토지가격이 그 토지특

성과 동일 는 유사하다고 보이는 주변토지들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이나 높게 결정되어 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그와 같이 결정되어야 할 어떠한 합리 이고 객 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짓지도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법임( 법원 95 2098, 19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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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만별한 수 이다. 

이와 같은 실에서 시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실화율이 낮은 부

동산에 하여 세부담을 게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세부

담 용원칙이 용되지 아니하는 수직 ･수평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되

는 것이다.

<표 10>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재산세부담 차이비교

구분 시가(천원) 공시가격 실화율 재산세부담

서울 

서 무지개아 트(140.01㎡)
1,535,000 864,000 56.3% 1,443,600원

서울 송 잠실주공단지(75.㎡) 1,440,000 880,000 61.1% 1,482,000원

차이 95,000 4.8% △38,400원

주: 상기자료는 경향신문 특집기사보도 내용 에서 발췌한 공동주택 사례가액을 기 으로 분석한 것임

※ 무지개 864,000,000원×60% = 518,400,000원, 518,400,000원×세율 = 1,443,600원

※ 잠실주공 880,000,000원×60% = 518,400,000원, 528,000,000원×세율 = 1,482,000원

상기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가가 서  무지개 아 트가 송 잠실주공아

트보다 95백만원이나 고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오히려 38,400원을 오히려 

게 부담하고 있는 상이 발생한다. 이는 과표 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이 과표

실화율이 낮은 공동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많이 부담

하는 과세 역진성을 래하고 있는 것이다. 

나. 과표산정과 과세불형평 실질  감면효과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 은 시가를 기 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 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가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공시가격이 낮은 경

우에는 세부담이 게 되어 실질 인 보유세 부담을 감액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

는 것이다. 이는 과표 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일수록 실질  보유세 감면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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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재산세 감액효과 

구분 시가(천원) 공시가격 실화율 재산세부담

서울 

강남래미안 치팰리스(84.99㎡)
1,495,000  848,000 56.7% 1,443,600원

( 실화율 70% 용시) 1,495,000 1,046,500 70.0% 1,881,600원

감액 효과 △438,000원

청주흥덕지엘홈스(84.86㎡)  330,000  231,330 70.1% 398,320원

( 실화율 70% 용시)  330,000  231,000 70.0% 397.500원

감액 효과 820원

상기 <표 11>은 행 실화율에 의한 재산세부담액과 실화율을 70%로 실화

하 을 때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부담을 비교하여 차액을 감면효과로 표시한 것으

로서 실화율이 낮고 고가인 주택일수록 감면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

세불형평성을 확인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시 합산에서 배

제되는 감면효과를 반 할 경우 더 많은 감면효과를 악할 수가 있다.

다. 1세 1주택 재산세특례 용  종합부동산세 과세 상 제외 등 실질  

과세권행사

공시가격 불형평에 따른 과세불형평 문제는 1세 1주택의 재산세 세율특례 용되

는 문제가 있다.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상은 재산세와는 달리 모든 토지와 일정

가액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이다. 즉, 국합산되는 주택의 

경우 과세기 일 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액이 6억원을 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으며8) 토지의 경우 과세기 일 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9)로

서 종합합산과세 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 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액이 5억원을 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 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

는 해당 과세 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액이 80억원을 과하는 자는 해당 토

지에 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실제 시가가 6억원이상임에도 재산세 특례세율 용 상에서 배제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실화율에 의거 공시가격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상 액이하로 하향 결정되는 경우에는 종합 부동산세 과세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참조.

9)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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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용되는 납세의무자에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 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기 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시가격 실화율은 실질 인 과세권자

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아니라 공시가격 실화율에 의하여 과세 상 범 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 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는 것이다. 

<표 12>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결정 

구분 시가(천원) 공시가격 실화율 종부세 용 단

서울서 문구 H아 트 (84.99㎡) 695,000 450,000 64.7% 제외 상

서울도 구 S아 트 (104.01㎡) 847,000 610,000 72.0% 과세 상

결론 으로 공시가격의 실화율은 동일가격 동일세부담원칙이 용되어 조세평

등주의를 실 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며 실화율을 격히 인상할 때 조세 항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세불형평차원에서 볼 때 동일한 세부담이 이루어 지도

록 공시가격의 실화율이 시가를 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실화율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공시가격 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이 실화율이 높은 부동산 

소유자에 비하여 보유세부담을 게하고 있는 은 수직 형평성 내지 수평  형평

성에도 해되는 결과를 래하게 되는 것이다. 

2. 재산세 세율의 한시  인하와 세부담상한효과 상쇄

가. 주택분 재산세 세율 인하내용(3년간 한시 용)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계획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6억원 과 주택과 

다주택자  법인소유 주택을 제외한 1세  1주택 소유자에 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경감하기 하여 세율을 인하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 으

로 용하기로 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 다. <표 13>에서와 같이 재산세 세율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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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인하내용

구분(과세표 )

재산세 세율

(6억 과, 

다주택, 법인)

재산세 세율특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감면액

(만원)

감면율

(% )

세부담

상한율

(% )

6천만원이하

(공시가격 1억원)
0.1% 0.05% 0～3만 50% 5%

6천만원～1.5억원미만

(1억원～2.5억원)
60천원 + 0.15% 30,000원 + 0.1% 3～7.5 38.5 5%

1.5억원～3억원미만

(2.5억원～5억원)
195천원 + 0.25% 120,000원 + 0.2% 7.5～15 26.3 5%

3억원～3.6억원 미만

(5억원～6억원)
570천원 + 0.4% 420,000원 + 0.35% 15～18 22.2 10%

3.6억원 과

(6억원 과)
570천원 + 0.4% - - - 30%

그리하여 세율인하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 혜택을 받는 상은 체 2020년도 공

동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 으로 <표 14>와 같이 12,363,390호(89.3%)이며 서

울특별시 기 으로 1,584,083호(62.7%)가 용 상에 해당한다.(단, 1가구 1주택을 

제로 함) 따라서 상 으로 6억원 과 공동주택이 많이 소재하는 수도권의 경우에

는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받는 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고 지방소

재 공동주택들은 재산세 인하에 다른 혜택을 받는 가구가 상 으로 많게 된다. 

<표 14>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별 분포(호)

구분 합계 3억 미만
3억 이상

6억 미만

6억 이상

9억 미만

9억 이상

12억 미만

12억 이상

15억 미만

15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국
13,830,052 9,345,498 3,017,892 803,142 295,928 141,404 206,271 19,917

100% 67.5 21.8 5.8 2.3 1.0 1.5 0.1

서울
 2,527,872  866,318  717,765 426,137 194,853 108,583 194,383 19,833

100% 34.3 28.4 16.9 7.7 4.3 7.6 0.8

주: 2020년도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발췌함

나. 세부담상한제 용에 따른 재산세 세율인하분 상쇄 등 효과

정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계획에 따라 인 으로 과표를 인상하게 되므

로 향후 부동산가격이 인상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 날것이라고 

상하여 재산세 세율인하분을 3년간 용하지만 이 부분에 하여도 재산세 부과측

면에서 문제 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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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세  1주택에 한 재산세특례세율을 3년간(2021년부터 2023년까지)만 

용하면 2024년 이후에는 재산세 표 세율을 용하게 되기 때문에 국 으로 세부

담이 증하게 되어 응이 필요하게 된다는 이다. 따라서 한시 으로 재산세 세

율 인하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인상이 10년간 지속되

는 을 감안할 때 2024년이후에는 재산세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액의 괴리가 크

게 된다. 

둘째, 주택에 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3억원이하 5%, 3억원 과 6억원 이하 1

0%)의 용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2021년 이후 재산세 부담이 인하되지 아니

하고 인상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세율 등 수도권의 경우 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증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도 최근에 많이 인상되었는바, 세부담상환제 용

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은 년 비 5～10%이상 인상하지 못하여 산출세엑 비 

실제부과세액이 괴리가 된 채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이 부터 세부담상한제를 용받아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

액의 괴리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일수록 재산세 세율인하 효과가 상쇄되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6억원 이하 서민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상환제의 향

으로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효과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표 15> 세부담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재산세 세율인하효과 상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시가 5억원 

공시가격3억

( 실화60%)

매년3%p인상

(230,000원으

로 실제 

부과시)

실제 시가(억원) 5.5억 6.05 6.665 7.321 8.053

목표 실화율

(공시가격인상액)

63%

(3.465)

66%

(3.993)

69%

(4.599)

72%

(5.271)

75%

(6.040)

공시가격인상율 15.5%↑ 15.2%↑ 15.2%↑ 14.6%↑ 14.6%↑

재산세 과세표 2.079 2.396 2.759 3.163 3.624

재산세 산출액(원) 235,800 299,200 371,800 635,200 819,600

재산세 부과액(원) 235,000 258,500 284,350 312,780 406,620

년 비 인상율 2.2%↑ 10%↑ 10%↑ 10%↑ 30%↑

주: 제는 실제 가래가격인 시가가 5억원인 서민 공동주택의 경우 실화율이 60% 수 에 년 비 

재산세가 집값 등으로 실제 2020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270,000원이나 실제 부과세액이 230,000

원으로 부과된 경우의 공시가격 실화계획과 1세  1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반 하여 산출한 것임

셋째, 동일 주택가격에 한 동일 세부담 원칙이 용되어야 하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주택에 한 재산세 부담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에 한 재산세는 합산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개별 주택별로 과세하는 물과세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재산

세 특례세율이 용되는 1세 1주택과 다주택의 경우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가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지방세 영향분석 ▸▸87

주택이라도 소유여하에 따라 재산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1세 1주택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용하기 해서는 소유자별 주택 소유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택의 보유 황을 확인하기 하여 국 으로 주택 보유수

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별로 국  주택소유 수를 확인하는 

산망을 구축･ 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산세 1세 1주택 세율특례 용 운 과 련하여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

세 과세기 일 재 일시  1세  2주택에 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용하는 규정

이 없어 이에 한 민원이 상되며,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기 일 재 잔 을 

지 하 으나 취득세는 그 잔 지 후 60일이내 신고납부하는 계로 재산세 부과

고지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례세율 용 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3. 지자체 조례에 의한 재산세 세율인하의 정성 

가. 재산세 세율 용 인하사례

최근 서울특별시 서 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세조례(이하 “쟁 조례”라 한다)

를 개정하여 재산세 세율을 1년간 한시 으로 인하하여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 구의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 구는 조례안을 그 로 공포했다. 결국 서

울시는 조례안이 상 법인 지방세법을 반된다고 보아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

( 법원 2020추5169)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서

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여 

법원은 서울시가 서 구를 상 로 낸 ‘서 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 에서 2020년 12월 30일에 인용결정을 하 다. 이로써 서 구의 재산세 감

경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확인청구 사건의 결이 있을 때까지 지

된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한 긴 성,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이다. 

이에 재는 서 구청이 1가구 1주택소유자에 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표

세율의 50%를 인하하는 구세조례를 입법할 수가 있는지 여부에 하여 조례 개

정안 무효 확인 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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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 구 구세조례] 제10조(재산세 세율) ①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세율은 표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

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 액 9억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한다.

② 1가구 1개 주택의 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0.23.]

부 칙 <조례 제1267호, 2020.10.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

터 용하며 2020년도분에 한한다.

나. 제기된 논 에 한 분석 

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그 연 은 구 지방세법[법률 제7

972호, 2006.9.1.,일부개정] 제188조 제3항10)의 규정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재산세 탄

력세율 개정이유는 종 이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용요건  기 을 강화한 것

이다. 이는 2004년경에 서울 강남･서 ･강동･송 ･ 진구 5개 구에서는 재산세탄력

세율을 인하 용하여 7월 재산세 과세 이 에 개정하여 부과고지하 고, 양천구 등 

일부 시･군･구에서는 과세기 일(매년 6.1.) 이후에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소 하여 인

하 용하도록 세율을 개정한 바 있어 그 외 지역과의 재산세 과세불형평이 발생함

에 따라 재산세의 탄력세율 용하는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하여 서 구세조례의 상 법인 지방세법의 임 일탈성에 하여 보면 다

음과 같다. 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11)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의 용요건

은 ①특별한 재정수요나 ②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코로

나-19등의 사태로 업부진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서민들을 상으로 

10) [구 지방세법] 제188조 ③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

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 세율의 100분의 50범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용한다.

<개정 2006.9.1.>

11) [지방세법] 제111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 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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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하여 재산세를 50%감

면하는 것이 상 법령에 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 법원 2020추5169)을 제기하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쟁 조례안의 법성에 

한 주장을 제시하 다. 여러 쟁  주장12)이 있으나 여기서는 부동산공시가격 실화 

이유가 아닌 코로나-19가 지방세법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만 논의하고

자 한다. 

재산세 탄력세율 용 요건  ①특별한 재정수요나 ②재해 등의 발생을 상

으로 하는바 ①특별한 재정수요의 경우는 탄력세율을 가산하는 요건이고 ②재

해 등의 발생은 탄력세율을 감액하는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실

화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코로나-19사태가 재해 등의 발생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보면 재해의 사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염병 따 에 의하여 받게되는 피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

드시 재난  안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회재난  염병의 방  리에 한법률에 따른 염병으

로 인한 피해도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

20.3.9.참조)

[사례] 코로나 염병에 의한 재난에 따른 지방세 감면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다라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화, 도괴 

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피

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염병 따 에 의하여 받게되는 피해를 의미한

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안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

을 의미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재난  안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

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재난  감염병의 방  리에 한법

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함(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20.3.9.)

12) 서울시는 서 구세조례가 (1) 지방세법의 임범 를 일탈한 것인바, 이는 과세구간을 9억원이하

구간을 창설하 다는 , 1가구 1주택의 추가감면요건은 포 주의 지  명확성 원칙에 배된

다는 ,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정규모 이상인 감면에 하여 문기  등의 차상 반, 총

량제 등에 반한다는 , (3) 구민 에서도 주택을 가진 자에 하여만 혜택을 주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배된다는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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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안 부에서는 COVID-19와 련하여 자  등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제때에 신고납부를 할수 없는 기업에 하여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납기한

연장을 신청할수 있으며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하여 징수유 신청을 할 수가 있도

록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코로나 피해자에 한 지방세 지원 책 2020.2월).

이 경우 서 구청에서 공포한 쟁 조례가 모법인 지방세법(§111③)의 규정에 반

이 되는지 여부에 하여 보면 재산세 탄력세율을 정할수 있도록 한 임범 는 2

가지 요건(①특별한 재정수요, ②재해 등의 발생)에 해당한다. 그  ②재해 등의 

발생이 최근 서 구청에서 쟁 조례를 개정한 입법취지가 코로나-19의 발생을 그 

근거로 한다면 코로나-19가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 이라고 할 것이고 재해

의 범 에는 재난  안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

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회재난  감염병의 방  리에 한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서 구청이 이를 근거

로 쟁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면 행정안 부에서 보는 견해와 다르지 아니하고 사료

된다. 

4. 공시가격 산정 격성과 과세처분의 효력

가. 표 주택선정 하자와 과세처분의 향

부 한 표 주택(공가 등)을 선정하여 국토부장 이 공시한 표 주택공시가격이 

격성과 이를 근거로 인근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공시한 경우 타당성이 있는

지 여부가 쟁 이다. 

부동산공시령(§26①)  표 주택의 선정  리지침(§10①2호)에 의거 국토부장

은 표 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단의 단독주택을 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

여야 하며 그 기 은 건물가격의 표성, 건물특성의 용성, 건물용도의 안정성 

 외 구별의 확정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표 주택선정기  건물용도의 안정성은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용도가 안정

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 건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표 주택의 선정  리지침(§11①1호 다목)의 규정에서는 표 주택선정시 반드시 

배제하여야 할 주택의 범 에 개･보수, 손 등으로 감가수정시 찰감가를 요하

는 단독주택은 필수 으로 선정 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가나 폐가의 

경우 개･보수, 손 등으로 감가수정시 찰감가를 요하는 단독주택에 해당함

으로 필수 으로 표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 주택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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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우에는 그 격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국토부장 이 표 주택으로 

하여 결정 공시한 표 주택공시가격은 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동산공시법(§17①)에 의거 시장･군수는 매년 공시기 일 재 내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는바, 이 경우 국토부장 이 결정공시한 하자있는 표

주택공시가격을 기 으로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 그 하자

가 승계되어 개별공시가격 결정처분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공가나 폐가

를 표 주택으로 선정한 경우 이는 하고도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를 표

주택공시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며 나아가 개별공시가격의 결정

처분과 이를 터잡아 재산세 등 부과고지한 처분도 하고도 명백한 하자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원 2007두13159, 2009.4.23. 등 참조)

나. 비 표 하자와 과세처분의 향

개별공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토부장 이 제시하는 비 표(토지가격비 표, 

주택가격비 표)를 활용하여 산정하는바, 비 표에 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터잡아 산정한 개별공시가격이 법한지 여부이다. 를 들면 사실 황은 철도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철도 련 비 율을 용하여 산정한 경우 개별공시가격

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쟁 이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하여는 그 처분에 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요한 부분을 반한 한 것으로서 객 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하고 명백한지를 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

가 되는 법규의 목 ･의미･기능 등을 목 론 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하여도 합리 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바, 어느 법률 계나 사실

계에 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용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 계나 사실

계에 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 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용하여 과세처분을 하 다면 

그 하자는 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 계나 사실 계에 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 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 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 더라도 이는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법원 2018.7.

19. 선고 2017다242409 원합의체 결)

부동산공시법(§10④, §17⑤)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공시가격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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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하나 는 둘 이상의 표 지(표 주택)의 공시가격를 기 으로 토지(주택)가격

비 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되, 표 지공시지가(표 주택가격)과의가 균형을 유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비 표상의 한 흠결로 인하여 산정된 공시가격이 하게 불합리하여 

인근 공시가격이나 표 공시가격과의 한 균형을 해한 경우라면 법한 공시

가격 결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대법원 95누2098, 1995.6.16.참조)13) 나아가 그 하자의 흠결

이 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에 터잡아 산정된 개별공시가격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실 계( : 철도가 없는 사실)에 하여 그 법령(비

표)의 규정을 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 진 것이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

진 과세처분에 하여도 하고도 명백한 하자처분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구조상의 하자와 재산세 과세처분의 향

최근 일부 단체에서 종합부동산에 한 과도한 세부담 등을 제로 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법령을 개정해 종부세의 격한 인상을 래했

고, 결국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이다.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재

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공시법령의 규정에 

따른 산정체계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공시법령상의 공동주택공시가격 산정구

조 자체의 합헌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 소에서 공시가격의 합헌성 요건과 련하여 구 부동산공시법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은 문감정평가사에 의하여 표 지에 한 조사평가된 

정가격인 표 지 공시가격을 터잡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장 이 정하는 비

표 등을 사용하는 등 량평가모형을 용하여 조사･산정하는 체계이나 엄격하고도 

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 차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산정체계는 조

세평등주의나 실질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 다고 법

재 소에서는 시하 다.14)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공시법 제18조의 규정(이하 “쟁 조문”이라 한

13) [ 례] 인근토지가격과 균형이 맞지 아니한 경우 단기 과 효력

개별토지가격이 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 ,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하여 용된 가감조정비율, 표 지 

 토지특성이 동일 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한 기 연도를 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 으로 참작하여 단함. 개별토지가격이 그 토지특

성과 동일 는 유사하다고 보이는 주변토지들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이나 높게 결정되어 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그와 같이 결정되어야 할 어떠한 합리 이고 객 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짓지도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법임( 법원 95 2098, 1995.6.16.).

14) 헌재 2014.5.29. 2012헌바43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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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의거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재산세

의 과세표 으로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와는 달리 공동주

택공시가격은 표 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여 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사･산정된 개별 공시지가에 하여 3단계 문가의 의한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비 문평가기 에 의하여 조사･산정하여 결정하고 있어서 이를 객  가치인 시가

를 히 반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합리  이유없이 토지소유자에 한 

과세표 결정을 차별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주택소유자인 납세의무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쟁 조문에서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내용자체에 한 기 이나 한계는 물

론 내용결정을 한 차조차도 생략 는 락된 채 공동주택공시가격  그 결정

차를 으로 비 문평가기 인 한국부동산원이 획일 으로 조사･산정하면 문

가에 의한 검증 차도 없이 이를 국토부장 이 정하도록 하 다. 이는 공동주택공시

가격에 하여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차를 거쳐 재산세 등 

과세표 의 요한 사항 내지 본질  내용인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에 

하여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장 에게 지나치게 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

써, 국민으로 하여  재산세 등 과세표 의 산정 차 등 범 에 하여 개략 으로 

나마 이를 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이에 의한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  안

정성을 히 해친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가치와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15)

조세 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 이나 내용이 기

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 지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16), 조세 련 법률이 과잉 지원칙에 어 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17)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하나의 집단에 하여 단일한 기 에 의하여 과

세표 을 산정한다는 에서 본질 으로 같은 집단에 하여 동일하게 취 하는 것

이므로,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차별취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평등주의에 

배된다고 볼 수 없지만18)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에 하여 특별히 차등을 두는 

합리 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차등을 두고 재산세 과세표 이 되는 공

15) 헌재 1999.12.23. 99헌가2 결정 참조.

16) 헌재 2002.5.30. 2001헌바65 등 참조.

17) 헌재 2008.11.13. 2006헌바112 등 참조.

18) 헌재 2014.5.29. 2012헌바43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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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가격을 조사･평가하지 아니하고 조사･산정하여 정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에 

한 과잉 지원칙에 배되어 주택소유자에 한 재산권을 침해와 조세평등주의에 

배되는 등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재산세 과세표 으로서의 격성

을 상실하게 된다.

Ⅴ. 개선방향

1. 공시가격 실화추진계획에 한 수정 :  실화와 평 화 조화

가. 진  단계  실화

과세 상물건에 한 객  가치인 시가를 반 하는 공시가격 실화는 시가를 

제로 결정되는 ｢ 정가격｣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 정가격 근의 원칙｣

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가격을 보유세 등 과세기 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 으로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유지를 통한 ｢공평과세의 원칙｣ 실 에 

있는 것이고, 과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부담의 불형평을 야기시

키는 결과를 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 과세기 인 공시가격의 격한 

조정은 조세 항의 요인이 되므로 공시가격을 인 으로 조정할 때는 ｢단계  조

정의 원칙｣에 따라 진 인 조정방법으로 하거나 정책  합의에 의한 세부담수

을 정한 다음 합리  세율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하여 헌

법재 소의 결정도 격한 세부담의 인상은 나아가 재산권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

하는 여지가 있고,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헌

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 인 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라고 경계하고 있다.19)

납세자의 경우 보유세 과세기 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시가격에 한 실화는 세

부담인상을 래하게 된다는 인식이 과거의 부동산 과표 실화 정책시행과정에서 

경험한바 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과표) 실화에 따른 세부담 인상분을 반 하여 

세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라 세율 용 구간과 세율을 납세자의 세부담 

형평에 맞게 정하게 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격하게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장

치를 마련하여야 조세 항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유세 과세기 인 

19) 헌법재 소 결정 88헌가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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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의 실화는 국 으로 보면 60%내외 수 이지만 개별부동산별로 보면 

시가 비 실화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에서 개인 납세자별로는 각각 다른 세부담

을 하게 되고 일시 공시가격 실화 과정에서는 고가주택 등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서

민이 가지고 있는 소형주택에 하여도 세부담이 증한다는 , 고가주택이라도 가

득수입이 은 가구의 경우도 어려움이 있는 , 재산세 등 인상과 연계되는  등의 

문제로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추진의 한계이기 때문에 신 을 기하여야 한다.20) 

나. 차등  단계  공시가격 실화율 평 화

보유과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세목은 진세율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토

지나 주택과표의 세율구간과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존하는 토지나 건물의 유형, 

시가표 액과 실화율 정도를 면 히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아니

하고 일시에 실화하는 경우에는 세서민, 농어민에게도 무차별 으로 재산세 부

담이 인상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 항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실화율이 낮다는 은 앞서 제시한 각종 연구자료에서 알 수 있지

만 이를 실화하는 과정에서 동일가격, 동일 세부담원칙이 우선 으로 실 되

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지향하여야 할 목표 실화율21) 보다 실화율이 낮

은 부동산은 합리 으로 보다 높게 실화하고 이미 목표 실화단계를 넘어선 경

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등 차등  단계  공시가격 실화를 통하여 국 으

로는 공시가격 실화율 평균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천차만별인 공시가격 실화율을 

평 화하여 보유세 부담의 수평 , 수직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별 천차만별인 공시가격의 실화율을 실화하고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목표 실화율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시가에 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

가? 이 부분은 실 으로 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표 지 공시가격은 문가에 

의한 평가한 가격이기 때문에 합리 으로 시가 반 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공시가격은 통계  분석에 의한 공시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 율 

등이 요한 요소로 용하게 된다. 그러나 통계  분석에 의한 개별공시가격은 시

20) 재산세 세부담 증을 방지하기 하여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나 일반건축

물은 50%상한제, 주택의 공시가격 3억원이하 5%, 3～6억원 10%, 6억원 과 30%를 상한율로 

용한다.

21) 여기서 목표 실화율은 실 으로 시가를 그 로 반 하는 경우 100%를 용하여야 하나 100%

를 목표 실화율로 용시에는 당해 연도 에 시가가 내려 갈 경우 오히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높아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회  합의에 의한 목표 실화율을 추후 논

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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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정확히 반 하는 구조도 아니다. 그 다고 하여 국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산정하는데 별도의 방안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목표 실화율을 정함에 있어서 정가격인 시가가 조사 평가되면 이를 기

로 하여 국 인 실화율을 악하고 공시가격의 실화율이 지향하여야 목표 

실화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목표 실화율을 정함에 있어서 무작정 90%(100%)로 통일 으로 높게 정

한다는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이 세부담이 무차별 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정 세부

담수 을 연계하여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최근 법원 례( 법원 2015.9.10선

고, 2015두43797 결)등에서 시가보다 히 높은 지방세 과표에 하여 무효라고 

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시가격 실화시 목표 실화율을 정함에 있어서 

유념하여야 하고 따라서 공시가격에 한 목표 실화율을 실 해 가는 과정에서 

단계 , 연차 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기 공시가격으로서의 격성 제고를 한 제도개선

가. 공시가격 조사･평가체계로의 개편과 검증기능 강화

재 부동산공시법상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는 달리 단독주택가격이나 공동주

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정확히 반 할 수 없고 부정확하며 시가

나 실제 거래가격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22) 이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의 공시가격을 조사･평가하지 아니한 표 주택공시가격을 기 으로 개별주택공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확성이 심화될 소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정

확성에 따른 과표 실화의 천차만별한 수 , 불형평성은 재산세 과세기 (=시가표

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산세 과표는 단순한 거래사례가격 등을 조

사하여 그 가격을 과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가격을 과표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

이고 정가격은 부동산에 하여 통상 인 시장에서 정상 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조사･평가한 가격을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개별공시가격은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표 공시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정 성을 확보한 다음 통계  분석으로 개별공시가격을 문가에 의한 3

단계 검증 차를 거쳐 공시된 것이라면 공시가격의 오류나 부실을 방지할 수가 있

는 것이지만 공시가격조차 조사평가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가격에 한 검증도 

22) 헌법재 소 헌재 2009.11.26. 2009헌바14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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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에 의한 3단계검증 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면 정 성은 떨어지고 공시가격의 

실화나 불형평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부동

산공시법상의 공시체계를 표 공시가격은 앙정부가 정확하게 조사평가한 가격을 

표 공시가격으로 공시하고 이를 터잡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

사･산정한 다음 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 차를 거쳐 공시하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상의 표 가격(토지이외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부동산의 표 가

격)과 련된 규정을 조사･산정 → 조사･평가로 용어 개정

※ 개정 상 부동산공시법  련 조문:  §16, §18, §20, §22

○ 문가에 의한 제3자 검증체계 도입

※ 개정 상 부동산공시법  련 조문:  §17, §18, §21, §22

나. 국민의 공시가격에 한 ｢정보공개요청권｣ 신설  공개범  확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토지 등 공시가격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

함( 법원 2011두18731, 2011.11.10. 등 참조)으로 국민의 재산권침해에 한 방어를 

도모하도록 공시가격결정처분에 한 조사산정기 이나 과정 등에 하여 국민 등

이 국토부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에 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정보공개

요청권｣을 신설하고 국민의 공시가격에 한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기 은 토지 등

에 한 공시가격과 련된 가격조사･산정에 한 일체의 정보와 이와 유사한 인근 

토지 등 공시가격과 련된 정보  이의신청에 한 결정근거와 련된 조사･산정

가격 등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강행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

한 사유없이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불이행에 한 이의신청 

등 불복권을 부여하는 등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을 용하도록 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다. 공시가격결정처분의 사법 차 마련  국민 권익보호 강화

일반 인 행정처분이나 조세 부과징수에 한 고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행정심 을 청구23)하도록 상당기간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 부동산공시법(§7, §11)에서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23) [행정심 법] 제27조(심 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 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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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서면으로 국토부장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어 불복기간이 무 짧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불복제도와의 형평성 차

원24)에서 불복청구기간을 90일로 연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행 부동산공시법상 부동산공시가격심의 원회는 그 구성과 운 에 있어서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 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 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의신청의 심리 차에 사법 차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차

 권리보장의 본질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결정처분

이 국민의 재산권에 지 한 향을 주는 을 감안하여 불복 차에 있어서 행정심

법을 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 차는 엄격한 사법  차를 거쳐야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만큼 출석진술권, 사 열람권 보장 등 심리 차 

등에 있어서 부동산공시법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입법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의신청청구의 심리 차에 사법 차  요소가 매우 미흡하

고 당사자의 차  권리보장의 본질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에서 부동산공시

법상의 이의신청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 차 용｣의 요

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0헌바30, 2001.6.28.참조) 행 부동산공

시법은 사법  차규정이 미비한 계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행정심 법을 

용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라. 부동산 공시가격에 한 지자체의 조정권  검증권 부여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개별공시가격이 조사산정되는 경

우에는 바로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처분의 부실로 연계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부실

결정의 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세권자가 이를 조정할수 있도록 제도 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 표의 부 격이나 표 공시가격 등의 선정 불합리 

등으로 공시기격이 실화에 가깝게 근할수록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 로 반

하지 못하거나 공시가격이 실제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등 불합리한 공시가격이 결

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재는 지방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가격을 지방세 

과세표 으로 여과없이 그 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한 조정권이 필

요하다. 공시가격의 객 성을 확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가

격에 하여 개별공시가격의 리감독차원에서 상 기 인 시･도지사로 하여  검

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지역균형유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도록 하여

24) 국세 등 부과처분의 불복기간이 90일이며 재산세 등 불복청구기간도 90일로 하고 있으며 표 단

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에 한 이의신청에 하여 부동산공

시법 제7조  제11조를 용하고 있어 불복기간이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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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3. 재산세 등 세제 제도의 개선 병행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추진과 병행하여 추진될 사항은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국

민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등 부담에 한 사항이다. 우선 재산세와 련된 사항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의 향을 받는 부분에 한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액의 일

치를 한 실효세율을 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재 세부담을 어느 정도로 부담하게 

할 것인지 한 정 세부담 수 을 사회  합의롤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런 다

음에 공시가격 실화를 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실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화율 목표를 정하고 세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우선 실화하겠다고 목표 실화

율을 정하는 것은 무작정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부담을 인상하겠다는 것

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先 일정 수 의 공시가격 평 화를 구축한 後 목표 

실화를 달성하는 경우에 그 때에 재산세 세율 체계와 과표구간  종부세 세율체

계를 동시에 개정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택에 한 재산세 세율체계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행 주택에 한 재

산세 세율체계와 구간은 2008년도에 마련되었다. 그 당시 주택분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방세법상의 세율체계에 의거 산출세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년

비 세부담상한제에 따른 실제 부과세액이 차이가 발생된 채로 비정상 으로 과세되

고 있어 이를 정상 으로 과세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재 정부의 공시가격 실화 추진과 1세 1주택 특례세율의 3년(2021년～2023

년)간 한시  용으로 그 이후에 발생될 과세혼선 등을 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

러기 해서는 2008년이후 약 13년간의 부동산 상승추이, 주택보유실테  주택공시

가격 분포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한 다음 정 세부담수 이 마련되고 이를 토 로 

합리 인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가 정립되도록 입법 인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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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어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데 요한 자료가 되며 보유세 과세기

이 되는 등 여러 사회 반에 하여 미친 향이 지 하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무형의 공공재이고 공시가격제도는 요한 공공인 라에 해당한다. 정부의 보유

세 강화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실화에 따라 재산세의 세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공시가격의 비 실화 내지 천차만별인 공시가격 실화율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불형

평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하여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실화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

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격한 실화는 납세자의 조세 항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래하게 된다. 이처럼 재산세의 과세기 은 시가를 잘 반 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

불형평이 제기되고 있고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 은 시가를 잘 반 하여 정하는 

문제가 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가격도 시가를 반 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이처럼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의 과세기 으로 활용되는 만큼 부동산에 한 과

세가치를 정확히 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 과표를 공시가격으로 그 로 사용함에 따라 공시가격의 불형평 문

제가 그 로 재산세 불형평으로 연계된다는 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자체에 

한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재산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세불형평을 시정하는 제도 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실 으로 시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에 

하여 세부담을 게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세부담 용원

칙이 용되지 아니하는 수평 ･수직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세부담은 원칙 으로 공평하게 세부담이 되도록 과표 실화를 하여

야 하지만 낮은 공시가격 실화를 이유로 격한 세부담 인상은 결국 산층, 서민 

등 모든 납세자의 재산세부담을 인상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선 공시가격 평 화를 

구축한 후 목표 실화를 하는 경우에 그 때 재산세 세율 체계와 과표구간  종부

세 세율체계를 동시에 개정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시가격의 격

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련제도의 개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병행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큰 틀속에서 재산세의 과세불형평에 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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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 조세행정에서 조세의 납부주체인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과세 청의 부

과결정에 비해 상 으로 소외되고 있는바, 납세자에게 ‘얼마나’ 세 을 부과하느냐 

하는 것도 요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세 을 부과하느냐 하는 것도 요하게 생각

할 때가 다.

지방자치의 성숙과 더불어 최근 취득세율의 등으로 지방세에 한 요성이 더

욱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2010년까지 단일법으로 되어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

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의 법으로 분법되어 분

야별로 문화･체계화되었다. 

이  ｢지방세기본법｣ 제6장은 조세법의 기본원칙  집행상의 원칙의 하나인 

법 차보장의 원칙에 따라 제76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교부, 제77조에 납

세자권리보호, 제78조에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0조에 세무조사권의 남용 지, 제

81조에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2조 내지 제85조에 세무조사 련 조항, 

제86조에 비 유지, 제87조에 정보의 제공, 제88조에 과세 부심사 등의 규정을 

두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 구체 인 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야

기될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7장은 지방세의 사

후  구제제도에 하여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심 청

구 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주로 지방세 납

세편의  구제제도와 하여 본 후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문제   개선방안 

등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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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납세자의 권리의 개념

‘납세자의 권리’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 통설 인 정의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정의

가 있다.1)

(1) 차  정성 : 납세자의 권리를 조세의 확정 내지 징수  력의무로 이해

하는 차에서 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정법상 법

률개념과 일치하여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지방세기본법｣ 제6장에 규정

된 “납세자의 권리”는 바로 “납세자가 조세 차법상의 차  정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 실체  정성 : 납세자가 조세 차법상의 정성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납

세자는 헌법에 기 하여 세 을 부과  징수하는 방법을 통제함은 물론 조세

실정법의 정립과 징수한 세 을 사용하는 방법에 한 통제까지를 포함하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분히 이념 인 개념이어서 헌법과 실정법 체계 하

에서는 넓은 납세자권리를 법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Ⅲ.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법 §105)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1990년 4월 간행된 OECD 보고서2)는 OECD 각국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극

으로 나서  것을 지 함에 따라 각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규정을 조세입법에 반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큰 심을 경주하고 있다. OECD 여러 나라에서 일

반 으로 승인된 납세자의 기본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최명근, “세법학총론(2007), p. 310.

2) OECD, Taxpayer’s Right and Obligations : A survey of the Legal Situation in OECD Countrie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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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요구권(The right to be in formed, assisted and heard)

② 쟁송권(The right of appeal)

③ 정당한 세액만을 납부할 권리(The right to pay no more than the correct amount of tax)

④ 확실성의 원리(The right to certainty)

⑤ 라이버시 권리(The right to privacy)

⑥ 기   비 유지의 권리(Confidentiality and Secrecy)

이에 우리 정부는 (국세의 경우 1997.7.1.)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아래의 납세자권리헌장의 본문에서 보듯

이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 련 납세자권리, 과세정보에 한 권리, 권리구제  공

정한 우 등에 한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3)

3) 행정안 부는 2019.4.17.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 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

헌장(기 안)을 아래와 같이 면 개정하 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 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 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의 등이 없는 한 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비 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 인 기 에 따라 세무 조사 상으로 선정되고 공정

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 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는 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

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한 납세자보호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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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헌법과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 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 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

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 으로 알려드리기 한 것입니다.

①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 인 조세탈루 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귀하는 법령  자치법규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 통지와 조사결

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

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귀하는 세무조사 시 조세 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자치법규가 정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④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한 비 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⑤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⑥ 귀하는 법 인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⑦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공무원은 ① ｢조세범처벌 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한 조사를 하는 경우

와 사업자등록증을 발 하는 경우4) ② 지방세의 범칙사건조사와 부과･징수에 필요

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

주고 직  낭독하여야 한다.5) 

2. 납세자 보호  배치  납세자의 성실성의 추정(법 §76, 7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보호 을 배치6)하여 납세 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수  이행여부심사, 지방세 련 제도개선에 한 의견

4) ｢국세기본법｣ 제 81조의2 제2항.

5)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2항.

6) 조례에 의해 시･도(4, 5 ), 시･군･구(6 )에 세무부서 외의 조직으로 각 1명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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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 업무를 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세무공무

원은 납세자가 탈세제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

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형사법에 있어서 피

고인에게 확정 결이 있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법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세무조사 련 권리의 보호

가. 세무조사권의 남용 지와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1) 세무조사권 남용 지(법 §8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 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  등을 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

니 된다(｢국세기본법｣ 제81의4 제1항과 같은 조항). 

이 규정은 선언  의미가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하나인 집행

의 합법성과 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조사권의 남용은 세무조

사의 본래의 목 을 벗어나 세무조사 상자를 선정하거나 세무조사의 방법이 세법

상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한 질문검사권의 범 를 벗어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을 말한다. 세무조사가 조세법률주의에 어 나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여 재산권

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세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

의 원칙, 소 과세 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엄수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경우7)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연도에 하

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법 §81)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로 하여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8)

7) ① 지방세탈루의 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 방에 한 조사가 필

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이

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청구의 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는 필요한 처분에 따른 필요

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련하여 품을 제공

하거나 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⑥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⑦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

고 재경정하는 경우 ⑧ 과세정보의 처리를 한 재조사나 지방세 환 의 결정을 하여 확인조

사하는 경우.

8) 보유재산 5억원 이하(조례로 정함) & 종합소득 액 5천만 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으로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경우 선 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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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무조사 상자 선정(법 §82)

(1) 정기조사9)  수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 정기 으로 는 수시로 신고의 정성을 

검증하기 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정기조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의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련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내용이 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수시조사>

1. 납세자가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한 장부기록  보  등 납세 력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의 한 구체 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 세무조사의 사 통지와 연기신청(법 §83)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

기 15일 에 조사 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

유10)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은 아래와 같이 (국세의 경우임)세무조사 통지와 련하여 주목할 

결(2011.3.10. 선고, 09두23617, 09두23624 병합-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하 다.

9) 2020.1.1.부터는 정기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방세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  

기 에 따라 공정하게 상을 선정하도록 차를 보완하 다.

10)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는 납세 리인의 질병, 장

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단될 때, 3. 권한있는 기 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

나 치되었을 때, 4. 이에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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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요지】

납세자는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에 하여 과세 청으로부터 재조사 통지를 받고 

이에 하여 부당한 세무조사결정이라 하여 소송을 제기하 다.

이에 고등법원( 고등법원 2009 124, 2009.11.26.)은 세무조사결정자체는 상 방 

는 계자들의 법률상 지 에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 로서 항고소송의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 다. 

이에 하여 법원은 어떤 행 가 항고소송의 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

상 ･일반 으로 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구체  사실에 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행 라는 을 염두에 두고, 련 

법령의 취지, 그 행 와 상 방 등 이해 계인이 입은 실질 인 련성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 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원합의체)고 하여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직  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

로서 항고소송의 상이 된다고 시하 다.

라. 세무조사 기간(법 §8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일정 사유11)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

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를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

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법 §85)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한 범칙사건의 조사,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세무조사 내용, 과세표   세액의 산출근거 등)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12) 다만, 폐업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납기  징수, 부과제척기

11) ① 납세자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 가 

명백한 경우, ② 거래처 조사, 거래처 지확인 는 융거래 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세 탈

루 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 차법｣ 제1조에 다른 조세에 한 범칙사건으로 

환되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세무조사 상자가 세 탈루 의에 한 해명등을 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⑥ 납세자보호 이 세무조사 상자의 세 탈루 의의 해명과 련하여 추

가 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12) 과세 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 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 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 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 다면, 이는 납세자의 차  권리를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제도 ▸▸113

간 만료일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

한 경우, 납세 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비 유지를 받을 권리(법 §86)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하여 제출한 자료

나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課稅情報)을 타인에게 제공 

는 설하거나 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정의 경우13)에는 

그 사용목 에 맞는 범 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법 §87)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거부는 조세에 한 국민의 알 권리와 

조세에 한 국민의 민주  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통계 등 조

세업무에 련 있는 기 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역시 국가  기 사항과 납세자 개

인의 사생활에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정부가 독 하면서 국민의 근을 배제하는 것 역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정부

에 한 민주  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하고 명백한 

차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결, 조심 2019 3428, 2020.4.27. 참조).

13) ① 국가기 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하여 사용할 목 으로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② 국가기 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법원의 제출명령 는 법 이 발부한 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

체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행정안

부장 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⑥ 통계청장이 통계작성목 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⑦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  목 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⑧ 국가기 , 지

자체 등 공공기 이 부, 지원 등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⑨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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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 

1. 지방세 경정청구(법 §50)

가. 경정청구의 의의

2011년에 신설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 으나 과세표

액의 과다신고 등으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납세자 편

의제도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과세 청에 과다 납부한 세액 등을 

경정해  것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나. 경정청구기간

원칙 으로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

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는 심 청구 기간을 말한다.14)) 이내이고, 다음의 경우(후

발  경정청구)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는 경정

을 청구할 수 있다.

-최 의 신고･ 결정 는 경정에서 과세표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는 

행  등이 그에 한 소송에 한 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등

다. 상 세목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세목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역자

원시설세 등이다. 

라. 신청 격자

경정 등 청구의 격자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하여 경정청구 격자로 

하 으나, 2020.1.1.부터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 후 5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도 이를 인정하도록 개정하 다.

14) ｢지방세기본법｣ 는 지방세 계법에 따른 과세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에 따른 결정 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는 심 청구 상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 통칙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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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 상

과세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   세액이 지방세 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세액보다 많을 때, 과세표 신고서에 기재된 환 세액이 지방세 계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 세액보다 을 때이다.

바. 방법  차

결정 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는 업소  청

구이유, 결정 는 경정 ･후의 과세표  등 기록한 결정 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한다. 

사. 경정청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을 결정 는 경정하거나 결정 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청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2. 수정신고제도(법 §49)

가. 의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사정변경으로 당  신고내용에 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

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하여 당  신고내용에 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납세자 편의제도로 <표1>과 같이 2011년부터 수정신고･

납부 상을 폭 확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 다. 

나. 상세목은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

세 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다. 수정신고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 과 세액을 결정 

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까지이다. 

라. 격자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특별징수의무자 포함),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 법인합병 시 존속법인, 포 승계 시 포 양수인 등,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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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사정변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당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되

었으나, 2020.1.1.부터는 신고기한이 경과 후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하기 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기한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이를 결정 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개정하 다. 

마. 사유는 과세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   세액이 지방세 계법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   세액보다 을 때, 과세표 신고서에 기재된 환 세액이 

지방세 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 세액을 과할 때  기한 후 신고･납부

하는 경우 등이다. 

바. 방법  차는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 에 신고 납부한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 신고서를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 효과(법 §57)1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

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

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

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

15) 법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면 과세 청의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당 의 신고는 수

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수정신고의 내용 로 조세채무가 확정됨( 주지방법원 2014.7.17. 선

고 2014구합10011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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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과세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세액 등에 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란 해당 지방세에 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 1>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신고 제도 변화 비교

구분 2010년까지 2011, 2019년 이후 

수정

신고

사유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   세액계산의 근

거가 되는 면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

설자 의 이자계산, 확정 결 등에 의하여 변

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 당시에 증빙서류의 압수 는 법인

의 청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

세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

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과세표 신고서에 기재된 과

세표   세액이 지방세 

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세액보다 을 

때,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수정

신고

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 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 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결이 

있는 날

-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는 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은 날 

-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 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

이 가능하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

방세의 과세표 과 세액을 

결정 는 경정하여 통지하

기 까지 

수정

신고

효과

가산세  환부이자 배제 가산세 감면(10～90%)

3. 기한 후 신고제도(법 §51)

가. 의의

2004년 신설된 기한 후 신고제도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 신고서를 제

출할 수 있게 하는 납세자편의제도로 기한 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입장

에서는 가산세 부담을 감소시키고 과세권자는 조기에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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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세목은 지방세  신고･납부하는 세목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

세 소득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다. 기한 후 신고기간은 과세 청의 부과고지 까지이다. 

라. 격자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로 상속하는 경

우 상속인, 법인합병 시 존속법인, 포 승계 시 양수인이고, 기한 후 신고는 당  신

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용한다. 

마. 기한 후 신고 사유는 특별한 사유없이 허용된다.

바. 기한 후 신고의 방법  차는,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 후 신고서

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

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

여야 하고, 2020.1.1.부터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 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 기한 후 신고의 효과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한다.

Ｖ. 지방세 구제제도 및 주요 현안 

1. 지방세 구제제도의 특징

가. 지방세 불복에 한 행정심 치주의 채택(법§91, 98)

종 에는 헌법재 소 결정(헌재 2000헌바30, 2001.6.28.16))에서 구 ｢지방세법｣ 제78

조 제2항에 하여 헌 결정함에 따라 행정심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16)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 차를 용하지 않으면서 이의신청･심사청구라는 2 의 행정심 을 필

요 으로 거치도록 하는 에서, 한 행정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어 으로 무용하거나 

그 효용이 극히 미미한 경우에까지 무조건 으로 심 차를 강요한다는 에서 ｢헌법｣ 제27조, 

제107조 제3항에 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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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로 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시･도의 심사청구 차를 폐지하고 조세심

원(감사원)에 행정심 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  필수  치주

의를 채택하 고, 이의신청 차는 임의 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이를 거쳐 조세심

원(감사원)에 심 청구를 하고 난 후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재조사 결정

에 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020.1.1.부터는 조세심 원(감사원)의 심 청구를 거

지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련 규정을 신설하 다. 

나. 경정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청구 상 변경

구 ｢지방세법｣(제72조)에서는 신고･납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

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아래 <표 2>와 같이 지방세법

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 다.17) 

<표 2> 청구대상 개정 비교

개정 개정 후(2011.1.1. 시행)

구 지방세법 제72조(청구 상)

① 이 법 는 지방세 계법에 따른 처분

(신고･납부 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

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에서 같다)으로서 법 는 부당한 처

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는 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17조18)(청구 상)

① 이 법 는 지방세 계법에 따른 처

분19)으로서 법 는 부당한 처분을 받

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20)으로써 

권리 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21)는 이 장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는 심 청

구를 할 수 있다.

17) 2010.12.31. 이  지방세를 신고한 자는 바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2011.1.1. 이후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는 신고･납부행 가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바로 불복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한 후 거부처분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8) 행(2015.12.29.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89조

19)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도 처분으로 본다(통칙 117-1).

20) 비과세, 감면에 한 결정, 지방세 환 , 압류해제 등 (통칙 117-2).

21) 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당사자, 제3자  지 의 자도 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통칙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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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 과세 부심사제도(법 §88, 사  구제제도)

가. 의의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차에 다라 이의신청, 심 청구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 ･경제  손실이 크므로 고지

서가 발부되기 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  구제제도의 일종이다22). 

나. 청구 상

세무조사 결과에 한 서면통지, 과세 고통지, 비과세 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

는 통지의 경우이고 일정요건23)에 해당의 경우는 제외된다.

다. 청구 격자 

세무조사 결과에 한 서면통지, 과세 고통지24)  비과세･감면 신청에 한 반

려통지를 받은 개인 는 법인, 리인25)을 통하여 과세 부심사청구를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리인은 본인을 리하여 과세 부심사청구가 가능하다.

라. 청구기한  처리 기한

가) 청구기한은｢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이내 청구

이고, 기산일은 세무조사결과에 한 서면통지, 과세 고통지, 비과세･ 감면신

청반려통지를 받은 날이며, 방법은 서면신청으로 시･도세는(서울특별시장, 

22) 과세 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 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 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 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동 처분을 하 다면, 이는 납세자의 차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한 차  하자

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법하다( 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결,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결, 조심 2017지0800, 2017.11.23. 결정, 조심 2017지278, 2017. 

12.1.결정).

23) 1. 납기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 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 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

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

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 국이 상호합의 차의 개

시를 요청한 경우.

24) 감사원감사결과처분지시 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 고통지 상에서 제외한다(지방세기본통칙 116-94-2).

25) 리인의 범  :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여 리인으로 선임한 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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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장. 도지사),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나) 처리기한은 과세 부심사청구서를 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

고, 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마. 심사방법 

가) 지방세심의 원회 구성은 원장 1인을 포함 25명 이내의 원으로 하고, 

원장은 원회의 원  호선으로 선출하고, 원은 지방세에 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방세에 문지식이 있는 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이며,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는 

한다. 

나) 심사결정 방법은 과반수의 원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결정내용

은 채택(재조사), 불채택, 심사 제외로 한다. 

바. 기  효과

과세 부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과세 부심사 결정이 있기 까지는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납세

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고, 과세 부심사청구가 청구된 후 그 처리 기간 내에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과세 부심사제외결정을 하거나 심사를 단한 후 

우선 과세처분을 하고 사후불복 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이의신청(법 §90)

가. 신청 상  기간

이의신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한 법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취소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처분통

지를 받은 날26)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청자는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법정 리인, 납세권리자 등이다. 

26)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의 공지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피상속인의 사망 에 처분이 있는 경

우 피상속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통칙 118-2).



122◂◂ 2021년 제5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다. 결정기간은 결정기 에 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

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법 §96)하여야 한다. 

라. 결정은 각하, 기각, 경정 는 취소로 하고, 2019년 지방세 이의신청 구제 황

은 아래 <표 3>과 같다.

< 표 3>  지방세 이의신청  구제 황

구분
요처리 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억 원)

이월

건수합계 이월 수 합계 각하 기각 경정

건수  1,033 132 901 862 63 712 87  413 171

* 출처 : 지방세정 연감 

바. 결정의 효력은 처분청을 기속하고, 압류재산은 결정처분 확정 에는 공매가 

불가하며 결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유보가 가능하다. 

4. 심 (사)청구(법 §91)

가. 청구 상  기간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과세처분에 하여 불복

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청의 상  감독기 에 구제를 청구하는 구제제도로 90일 이

내에 심 (사)청구 제출기 에 제출할 수 있다. 

나. 2020년부터는 시･도의 심사 청구 차를 폐지하고 조세심 원(감사원)에 행정

심 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  필수  치주의를 채택하 고, 

이의신청 차는 임의 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이를 거쳐 조세심 원(감사원)에 심

청구를 하고 난 후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다. 결정에 한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기간 내에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라. 결정의 효력은 처분청을 기속하고, 결정을 하 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

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압류재산은 결정처분 확정 에는 

공매 불가하며 결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 유보가 가능하다. ｢지방

세기본법｣ 는 지방세 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는 심사청구의 상이 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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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사항에 하여는 ｢행정심 법｣을 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2011년 심 청

구의 경우 수  결정 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018･2019년 심판청구 접수 및 결정 현황(관세 제외)

구분

양  지표 질  지표

처리 상 처리 내 역

미처리 인용율
평균
처리
일수

90일 내  
처리
비율

의견
진술
비율

당 년
수

합계 처리
처리
비율

합계
2019 8,476 11,454 8,494 74.2 2,960 16.6 160 31.5 32.6

2018 8,864 10,400 7,380 70.9 3,020 20.1 173 31.3 47.6

국세
2019 4,598  6,211 4,236 68.2 1,975 26.6 182 21.8

2018 5,090  6,361 4,748 74.6 1,613 25.6 195 18.5

지방세
2019 3,878  5,243 4,258 81.2  985  5.9 137 40.3

2018 3,774  3,997 2,632 65.8 1,365  9.5 125 53.9

* 출처 : 2019 조세심 원 통계연보(11-1092036-000001-10)

5.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시장･군수의 부과징수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처분청, 도지사, 행정안 부장 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직  청구 시에는 감

사원 심사청구서를 시･군에 제출 후 1월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증하

여야 한다.

 수기  처리는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처분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6. 행정소송

가. 의의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구제 차를 모두 거쳤거나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

지를 받고도 다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고등법원(1998.3.1.부터는 행정법원에서 제1

심 심 )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구제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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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소기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제소(불변기간)

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

정청(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20

19년도의 행정소송 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019년 지방세 행정소송현황 

구분
처리 상 건수 당 년 종결건수  감세액(백만)

계류
합계 이월 수 합계 승소 패소 외 감세액

건수 1,855 925 930 606  324  574 169,958  1,249

* 출처 : 2019 지방세정 연감(51-6110000-000335-10).

Ⅵ.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률에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 기본권 근거를 마련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

리가 보호되고 실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납세자 보호 을 배치하여 지방

세 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담하여 수행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 청 입장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학계와 조

세법학계에서 ‘납세자 기본권’ 에 하여 많이 논의되어 왔던 만큼 수요자인 납

세자 에서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이행  법률이 정한 차상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다.”라는 법률에 명시  근거를 두어 과세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세무조사 시 국세와 통합조사 원칙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제1항에서 “세무조사는 이 법  지

방세 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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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별로 납부하여야 하

는  세목을 통합 조사하되, 이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납세자는 하나인데 세목이 다르고 조사부서가 서로 다르다 하여 국세 따로 지방

세 따로 각각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매우 큰 거부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국 으로 사업장을 둔 법인에 한 세무조사 시에도 각각의 지방자치단

체가 세무조사를 개별 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하여 행 규정상 납세자별로 

통합세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각각 자치단체별로 세무조사가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 당국이 의하여 세무조사 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과세기 자문제도와 과세쟁 자문제도 신설 검토

국세  지방세의 세수 비   조세심  청구처리 상 건수를 단순비교해 보

면, 아래 <표 6>과 같이 나타나는바 지방세 세수 비 (28.7%, 30.8%)에 비해 

지방세 심 청구처리 상 건수의 비 (62.8%, 84.4%)이 매우 많은 것 나타나므

로 지방세 과세처분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그 품질의 제고가 매우 필요해 보

인다.

<표 6> 국세 및 지방세 세수 비중 및 조세심판청구 건수 비교

구 분 세수(조원) 조세심 청 구 처리 상 건수

연도별 2018 2019 2018 2019

국  세 293.6 293.4 6,361 6,211

지방세  84.3  90.4 3,997 5,243

비 (%)  28.7  30.8 62.8 84.4

* 출처 : 국세청  행정안 부, 조세심 원 자료

국세의 경우 국세청은 훈령을 제정하여 과세처분을 하기 에 자체 행정 차  

통제시스템을 운 하여 과세품질의 제고에 힘쓰고 있고,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해 ‘과세품질 신 추진단’을 운 해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사 검증 

과정에서 심도있고 문 인 법률검토를 뒷받침하기 해 과세사실 단자문

원회에 내부 변호사를 확 하는 등 부실과세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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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법령해석에 한 과세여부에 하여 자문하는 과세기 자문제도와 사

실 단사항에 한 과세여부를 자문하는 과세쟁 자문제도가 있는바, 지방세

의 경우도 그 세액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신설 여부에 

한 검토가 요구된다. 

4. 사후  심 제도의 조세심 원으로 일원화

종 에는 정식 구제제도인 과세 부심사 후, 이의신청, (시･도지사, 감사원)심

사청구, (조세심 원)심 청구 등의 행정심 을 거치게 되어 납세자의 다양한 

기 의 선택가능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를 거친 후 사법  심사(3

심제)를 거칠 경우 최고 7단계를 거치게 되고, 각 기 마다 결정이 다를 수 있

고 납세자의 혼란을 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최근 조세심 원의 심 제도는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한 자심 제도를 시

행하고, 사건진행상황을 실시간 공개 시행하고,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한 

심 차27)가 폭 개선된 만큼 사후구제는 조세심 원으로 일원화･체계화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감사원 심사제도는 이를 폐지하여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그 제도의 본질상 처분청이 자기시정기회를 갖는 제도

이므로 행 로 임의  불복제도로 존치한다. 

5. 지방세 심 청구 인용율의 제고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의 2019･2018년의 심 청구의 경우 인용율이 2

6.6%･25.6%이나 지방세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5.9%･9.5%에 불과하므로 90일 내 

처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 결정과 함께 인용율의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27) 사건조사단계에서 당사자 각각에게 주장, 반박기회를 최소 3차례 부여하면서 사건을 180일 이내

에 처리하는 표 처리 차를 시행하고, 요사건의 경우 1차 회의 시 당사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

진하고, 제2차 회의 시 본격 인 심리를 진행하는 쟁 설명기일 제도를 도입하 고, 당사자가 요

약서면을 원문 그 로 사건조사서에 첨부하여 조세심 에게 제공함으로써 심 조사 이 작성한 

사건조사서를 주요 심리자료로 활용하는 간 심리 방식의 단 을 보완하 으며, 청구인이 회의

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종  회의 개최 7일 에서 14일 에 심  회의 일자를 통지하는 

것으로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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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 국가의 권리헌장28) 

1. 미국

미국 내국세입청이 1998.8.제정한｢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는 세법을 수하기 하여 정보의 제공을 받는 것과 동시에 상담할 권

리가 있다.

② 납세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융정보를 비 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③ 납세자는 언제나 미국 국세청(IRS)의 직원으로부터 친 한 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미국 국세청의 직원은 언제나 납세자의 권리에 하여 설명하고 납세자의 권

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

⑤ 납세자가 어떠한 이유로 미국 국세청에 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지

역 세무서장 내지는 서비스 센터장에게 불평신고를 할 권리가 있다.

⑥ 납세자는 법률에 따라 지불하여야만 하는 세 을 최소로 납부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의 사업장  개인상의 재무에 한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으며, 정액

의 세 에 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⑦ 미국 국세청은 부분 납세자의 납세신고서를 신고한 그 로 인정한다.

⑧ 납세자가 조사 의 조사결과에 하여 불복이 있는 때 그것에 해서 이의제

기를 할 권리가 있다. 권리에 한 정보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

⑨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송부하고 

거기에는 납세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세액과 연체이자  가산세액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⑩ 세 의 체납처분 차를 어느 단계에서 정지시키는 데 있어서 납세자는 세 을 

액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 을 액 지불할 수 없는 때는 세 의 가능한 납

부방법을 의하기 하여 신속하게 미국 국세청에 연락하여야 한다.

⑪ 세 을 액 지불한 경우에서도 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는 환 청

구를 할 권리가 있다.

⑫ 납세자가 가산세의 원인이 된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취소(감액)받을 권리가 있다.

28) 박종호, 소송  납세자권리구제제도에 한 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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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국은 1986. 7.｢납세자 헌장｣을 공포하 으며, 1991.8.아래의｢신납세자 헌장｣을 공

포하 다. 

가. 과세청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

① 공평 

-세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납세자는 의무가 발생하는 액에 하여만 지불을 요구받는다.

-어떠한 납세자도 공평하게 취 받는다.

② 원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납세자에게 과세청의 상담소에서 정보와 원조를 제공한다.

-과세청의 직원은 항상 의 바르고 정 한 자세로 납세자를 한다.

③ 효율 인 서비스

-납세자는 세  문제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 받는다.

-납세자 개인의 일에 하여는 엄격하게 비 을 보호받는다( 라이버시 보호).

-법률 집행에 조하기 한 납세자의 비용을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한다.

④ 과세청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시한다.

나. 납세자가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제방침

-과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면 좋은가를 올바르게 알려 다.

-납세자는 자기의 세무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는 독립 인 심 소에서 심사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국회의원을 통해 옴부즈맨에 해서 불평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납세자에 한 과세청의 부탁 사항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과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 을 기한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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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캐나다는 1985.2.28. 연방 재무부장 이 아래의 ｢납세자의 권리선언｣을 제정･공포

하 다.

① 납세자는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가를 알 권리가 있다.

② 납세자는 부여된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③ 동시에 납세자는 공평하게 취 받을 권리가 있다(불평신청에 해서 공정한 취

을 받을 권리)

④ 납세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 이에 력하는 것은 국세청 산하 세무

공무원의 요한 직무이다.

⑤ 고충신청에 하여 공정하게 취 을 받는 것은 납세자의 가장 요한 권리 

의 하나이다.

4. 일본

일본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이 없다. 다만, 국세통칙법  각 세법에서 구체 인 규

정이 설치되어 있다. 한, “국세청 사무의 실시  칙에 한 훈령”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해 불복청구에 해 정직  신속하게 응해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독일

독일은 납세자권리헌장은 없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주세통칙법(AO: Abgabeno

rdnung)에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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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맺는 말

지 까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집행상의 원칙의 하나인 법 차보장의 원칙

의 구 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납세 편의 그 구제제도와 운 황에 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행정 차에서 구 하여 세무행정에 한 법

의 지배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한 장치라 할 수 있겠다. 

행｢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와 련하여 요한 것은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와 조사의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로 보인다. 납세자에 한 성실성의 

추정을 받을 권리는 납세자가 조세불복 차에서 입증책임을 경감받게 되는 의미를 

가지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을 권리는 납세자가 불복쟁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요

한 기 자료를 입수･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갖지만 이를 실효 으로 보장받기 해

서는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입법될 필요가 있다.

납세자는 정당한 세무계획(tax planning)에 의하여 세 을 약하는 행 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세행 는 조세회피와 달리 허용되어야 하므로 세권을 권리로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에 하여는 기업경 의 어려움과 신용경색 등을 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평온 등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많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도 조세

법률주의의 한 원칙인 집행에 있어서 차  보장이 지켜져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어길 경우 제재수단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간 통합세무조사와 사후  심 제도의 일원화를 통하여 

결정의 통일성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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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빈*･이진이**

<목 차>

Ⅰ. 서 설

Ⅱ. 취득세 과세체계와 과 주주 취득

1. 취득세 총설

2. 과 주주 간주취득 제도

3. 과 주주의 범  

4. 과 주주의 과세범

Ⅲ. 과 주주의 특수 계와 과 주주 구성에 

한 검토

1. 과 주주의 특수 계 규정 검토

2. 새로운 과 주주 구성에 한 단 

검토

3. 과세 제외 단시 최고비율 단 

시간  한계 검토

Ⅳ. 결 론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Ⅰ. 서 설

조세회피(tax avoidance)의 개념은 법  개념은 아니고 학문 인 개념으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조세회피는 조세순응(tax compliance)

에 반 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무로부터 벗어나

는 모든 행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세(tax saving)와 탈세(tax evasion)를 포

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조세회피는 법하게 조세법의 미비한 

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 를 말한다. 

최근에는 법인의 통한 조세회피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을 통한 조

세회피 억제 방법으로 과 주주 취득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법에서의 비상장

법인에 한 과 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과 주주가 되면 법인의 자산에 한 

리  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 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같

* 주 자, 경 학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원(sbin.lim@kilf.re.kr).

** 공동 자, 세무학박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청연구 원(nareajin@kil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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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도입하게 되었다.

지방세법에서 법인과 법인의 주주  법인의 표자는 동일시하지 않으므로, 법인

에게 주어진 납세의무가 바로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납세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 따

라서 법인이 취득한 과세 상 물건에 해 법인의 형식을 빌어 법인의 주주등이 실

질 인 소유권 등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을 피하는 상을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실 하는 차원에서 과 주주에 한 간주취득세는 도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과 주주와 련하여 그 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동욱(2012)은 법원 

결1)과 련하여 조세회피와 실질과세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 검토하고 상

례가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여 해석하고 실질과세를 확 한 것으로 보았다. 상

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이 상호 립이 아니라 상호보완 인 계로 

나아가는 해석을 하 다고 평가하고 사법부의 극 인 해석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임규진･정지선･김진 (2012)는 지방세법상 과 주주에 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한 

연구를 통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의하여 과 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해

야 한다고 본 례2)의 문제   과 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문제 을 지 하면서 

과 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 다. 

안경 (2007)은 과 주주 취득세 제도는 논리  근거 등 당 성에 문제가 있으므

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 으로 해결 방안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무리가 없는 한도내에서 요건화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았다. 한 

법인이 납부한 취득세와 과 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김의석(2014)는 과 주주의 체 보유 총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으나 새로이 과 주주 구성원이 된 주주에 해 간주취득세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서 분석을 하면서 체 과 주주를 기 으로 용하는 것이 법

해석상 타당하며 과 주주 간주취득세제는 소유권 취득에 한 법리에 한 외로 

간주취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확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체 과 주주

를 기 하여 과 주주를 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임상빈･차승민(2016)은 사모투자회사가 지주회사의 형식 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

서 지주회사로 등록하여 과 주주 간주 취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련된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행 법령의 운 상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을 제시하 다. 정승 (2019)은 과 주주 간주취득세는 취득세의 세목이 가지는 

특징을 벗어난다기보다는 취득세가 정상 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잇는 형 인 

역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여 조세공평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1) 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원합의체 결.

2) 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원합의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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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식･박상연(2017) 과 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폐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 다. 이에 한 근거로는 간주취득세는 이 과세  측면이 강하며, 본래의 

취득세 성격인 거래세와는 본질이  다르다는 을 들고 있다. 일부 비상장법인

의 가족 주 경 으로 인한 폐단 근 과 부동산 투기 억제수단으로서의 효과가 미

미할 뿐 아니라, 소기업 신규투자를 억제하여 고용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비상장법인에게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상장법인과의 과세형평

성에도 문제가있음을 지 하고 있고, 과 주주 간주취득세 폐지안에 한 실 인 

안으로서 과 주주 연 납세의무의 범 를 합리 으로 조정해야 하며, 형식 인 

이 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을 제시하 다.

이와 같이 과 주주에 한 취득세 과세에 해서 다양한 논의는 과 주주에 취

득세 과세는 이 과세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과 법인이 개인 납세자의 조세회피 수

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과 주주 취득세를 통해서 실질 인 과세의 원칙을 구 해

야 한다는 주장이 립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미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 는데 과 주주 비율이 높아졌다고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과세된 취득세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과세에 해당한다는 논리

가 과 주주 취득세를 반 하는 측의 논리이다. 반면 과 주주 취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주가 주권을 이 하여 실질 인 

지배력이 이 하게 되는 경우 법인의 실질 부동산 취득자가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

하게 되어 이는 과 주주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회피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

를 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는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조세회피 목 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한 과세방안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어떠한 경우까지 특수 계

로 보아서 과 주주 취득세를 부과할지는 정책 인 문제이면서 과세요건 명확화와 

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과 주주 취득세 과세와 련하여 

조세회피와 이를 방지하기 한 방안으로 과세요건  과 주주의 범 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아 바람직한지에 한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특히 행정유권해석에서 제

시하고 있는 기 주주를 기 으로 하여 과 주주의 요건 충족의 단하게 되는 경

우 문제 과 이에 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38◂◂ 2021년 제5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Ⅱ. 취득세 과세체계와 과점주주 취득

1. 취득세 총설

가.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한 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

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

시취득, 승계취득 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3)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 등기･등록 등 완

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4)

지방세법상 취득의 의의에 하여 소유권이 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소유권취득설과 단지 법률상 형식  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실질  에서도 소유권의 모든 권능의 이 을 동반하는 완 한 소유권의 

취득을 말한다고 보는 실질  가치취득설이 립하고 있다.

나. 취득의 유형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의 정의에서 규정한 취득의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 가능하다. 취득행 는 우선 실질취득과 간주취득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취득의 

권원에 따라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승계취득은 가성을 기

으로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고 원시취득은 일반 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따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4) 지방세법 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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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취득의 유형

구  분 취득행

취득

실질취득

승계취득
유상승계 매매, 교환, 물출자 등

무상승계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 

원시취득

토지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신축, 증축

선박 건조

차량,기계장비 제조, 조립

업권 등 출원

시효취득 시효완성

간주취득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개수

차량 등 종류변경

자료: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이론과 실무(2017), 104면 <취득의 유형표> 인용

간주취득은 실질 인 취득은 아니지만 조세정책상 취득으로 간주되는 취득으로 

지방세법에선느 지목변경, 개수, 차량의 종류변경, 과 주주의 간주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과 주주 간주취득 제도

가. 과 주주 취득세 과세

법인의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 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 주주는 당

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는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 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즉 과 주주가 된 때를 기 으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

산을 당해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 주주의 주식취득에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이유는 일정한 

주주가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과하여 소유하면 그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 분하거나 리 운용할 수 있는 지 에 있어 담세력이 실질 으로 그 

재산을 직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 으로도 주식의 

분산을 유도하기 해서이다.

여기서, 과 주주란 주주 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계인  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

행주식 총수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과하면서 그에 한 권리를 실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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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5)

나. 과 주주의 이 과세 다툼

과 주주 간주취득세에 한 이 과세논란은 “취득세는 재산의 이 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 따라 반복 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이 법률조항에 의한 

과 주주에 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 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한 취득세 부과로 이 과세 지원칙에 반되지 않는다”고 헌재에서 

단한 바 있다.6) 그리고, 해당 법인과 그 법인의 과 주주는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

므로 법인이 과세 상물건을 취득하여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 다하라도 이 후 과

주주의 성립 후 과 주주지분율에 따른 주어지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법인과 

다른 독립된 인격체인 과 주주에게 주어지는 납세의무이므로 이 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7) 

한, 과 주주에 한 간주취득세와 련하여 “비상장법인의 과 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한 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 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

는 것”이라고 하여 합헌결정이 난 바 있다.8) 이러한 들을 고려해 보면, 과 주주

에 한 취득세는 실질 인 경제 인 담세력에 근거로 하여 해당 법인의 과 주주

가 되면 법인의 재산에 한 과 주주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행 가 있다고 간주하

고 과세하는 취득세인 것이다.9)

과 주주의 근거의 경제  실질설에 의하면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 하기 하여 

거래 등을 경제  에서 악하여 그 경제  효과에 기 하여 과세를 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자가 행하는 사법상의 거

래형식을 세법상의 요건에 그 로 용한다면 조세부담의 공평이라고 하는 목 이 

실 될 수 없는 을 강조하고 있다.10)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

6) 헌법재 소 2012. 3.29. 선고 2010헌바377 결정.

7) 이상신, “과 주주 간취득세의 이 과세 여부  자진 신고납부행 의 효력”, 조세연구 10(3), 
한국조세연구포험, 2010, 218면, 동흔 “최근 과 주주 련 취득세 납세의무 쟁  해설”, 지방

재정과 지방세,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98면.

8) 헌법재 소 2008.4.24. 선고 2006헌바107 결정.

9) 박승식･박상연, “과 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회계와정책연구 22(5), 한회계학회, 

2017, 87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장   하나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신규투자를 확 할 수 있는 

것인데, 과 주주 간주취득세가 새로운 납세의무를 성립시켜 추가 인 조세부담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소기업들의 활동을 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

10) 임승순, 조세법, 2005,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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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 주주의 범  

가. 과 주주

과 주주의 정의에 한 법개정은 2008.1.1.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주 는 유한책임

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계인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

계 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을 과하면서 그에 한 권리를 실질 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기존의 ‘100분의 51이

상’에서 ‘100분의 50을 과’로 개정되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계산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하며, 의결권이란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주총회 공동의 의사결정에 지분 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회사가 가지는 자기주식(상법 제369조2항), 상호주

(상법 제369조3항), 특별이해 계가 있는 주주(상법 제368조4항), 의결권 없는 주식

(상법 제370조1항) 등이 있다. 

용 상 법인에서 주식을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

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법인은 제외되며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

조의2제5항제8호에 의해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시행령(제24697호)의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간주취득

세를 면제한다. 즉, 비상장법인만 해당된다. 과 주주 간주취득세를 용함에 있어, 

상장법인은 제외한 비상장법인등을 용하는 것은 비상장법인의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 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거래는 개인 간의 과세 상

인 부동산 등에 한 취득행 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 주주가 될 경우는 당해 법인

의 자산에 한 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 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

득한 것과 같이 보야야 한다는 이유로 도입되었다12).

과 주주 납세의무자에 한 요건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근 계속 보

완되어 개정되고 있다. 

1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법인에 주식을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

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에 “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하고있으며, 이때 유가증권시장을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융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

이라고 정하고 있다. 

12) 김 , “과 주주 과세에 한 법리  검토”, 지방세 제68호(2001), p.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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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개정사항

개정연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내 용 개정의의

2010.3.31. 

부개정

⑤ 법인의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과 주주(이하 “과 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 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

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는 지분을 취

득함으로써 과 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분법

2010.12.27. 

개정

⑤ 법인의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 주주(이하 “과 주주”라 한다)가 되

었을 때에는 그 과 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는 지분

을 취득함으로써 과 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

니한다. 

지방세기본법 제

2조에 특수 계인

의 정의를 신설

하면서 련 규정 

명확화

2014.1.1. 

개정

⑤ 법인의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 주주(이하 “과 주주”라 한다)가 되

었을 때에는 그 과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

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과 주주의 연 납세의무에 하여는 ｢지방세기

본법｣ 제44조를 용한다. 

연 납세의무자에 

한 용 명확화

2015.12.29. 

개정

⑤ 법인의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 주주(이하 “과 주주”라 한다)가 되

었을 때에는 그 과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

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 주주가 된 경

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

주주의 연 납세의무에 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용한다. 

신탁재산에 한 

포함여부 명확화

나. 특수 계

2013년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특수 계인에 한 정의가 신설되어 과 주주 

범 가 확 되었으며, 경 지배 계에 있어 “사실상 향력 행사”규정 추가되어, “

방 계”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특수 계인의 범 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34

호에 규정한 족･인척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계”, 임원･사용인 등 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제  연 계”, 주주･출자자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지배

계”를 말한다. 특수 계인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의 정의를 그 로 반

하 다. 그래서 특수 계인에 한 규정은 국세와 지방세와 동일하게 기본법에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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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족･인척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계는 6  이내의 족, 4  이내

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

에게 친양자로입양된 사람  그 배우자･직계비속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를 말

한다.13)

그리고, 임원･사용인 등 통령으로 정하는 경제  연 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

용인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본인의 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

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말한다.14) 한, 주주･출

자자 등 통령령으로 경하는 경 지배 계란 본인이 직  는 그와 친족 계 

는 경제  연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개인  법인을 말한다.15) 

이 경우 과 주주가 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거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 법인 경 에 사실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해당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

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과 주주가 비 리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

를 차지하는 경우와 법인의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1명이 

설립자인 경우를 해당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과 주주에 한 간주취득세의 기본이 주식의 취득이라는 행 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가 부여되므로 당  과 주주가 아닌 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특수 계인의 추가

로 과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 다면 과 주주의 주식취득에 의한 지분율의 증가

가 아니므로 과 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16) 

4. 과 주주의 과세범

지방세법에서는 과 주주 련 법인의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

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

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는 지분을 취

득함으로써 과 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과 주주의 연 납세의무에 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용한다.17)18)

1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6) 행정안 부 지방세운 과-598,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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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이미 과 주주가 된 주주 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한 과 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

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 주주가 이 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19) 이때, 이 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을 단할 때 법인설립시의 성립

한 과 주주의 시기는 제외하고 단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과점주주 과세 범위

구  분 취득세 과세범 법조항

최  과 주주
해당 과 주주가 소유하는 법인 주식 는 지분을 

부 취득 간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미 과 주주 최고비율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종  과 주주
종  과 주주 당시보다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부

분만 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를 들어서 종 에는 최  100% 과 주주에서 90% 매도하 다가 다시 90% 매

수하여 100%로 과 주주가 되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없게 된다.20) 과 주주 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 주주가 된 경우

에는 다시 과 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 에 과 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에 따

라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21)

17)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18) 과 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으로 그 법인의 재산에서 징수

하고 난 후에 부족한 액에 해서 추가로 징수하는 보충  납세의무의 성격이 있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20) 행정안 부 지방세운 과-666, 2008.2.28.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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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 계인의 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 계인의 범 )

제1조의2(특수 계인의 범 ) ①～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지배 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  는 그와 친족

계 는 경제  연 계에 있

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2조(특수 계인의 범 ) ①～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

출자자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지배

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  

는 그와 친족 계 는 경제  연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

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Ⅲ.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와 과점주주 구성에 대한 검토

1. 과 주주의 특수 계 규정 검토

가. 특수 계인의 범

지방세에서 특수 계인의 범 를 지방세기본법상에 규정하고 있다. 국세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에 특수 계인의 정의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친족 계, 경제  

연 계, 경 지배 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서는 경 지배 계에서 “본인이 직  는 그와 친족 계, 

경제  연 계 는 가목의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에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국

세의 경우 본인이 개인인 경우 조  더 넓은 범 의 향을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 지배 계에서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직  는 그와 경제  연

계, 가목 는 나목의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과 “본인이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그 임원 

그  1인이 설립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국세의 경우 특수 계인의 범 가 법

인의 경우도 확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개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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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 계인의 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 계인의 범 )

나. 본인이 직  는 그와 친족

계, 경제  연 계 는 가

목의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

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는 법인이 직  는 그

와 친족 계 는 경제  연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

인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는 법인

나. 본인이 직  는 그와 경제  

연 계 는 가목의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  는 그와 경제

 연 계, 가목 는 나목

의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 규제  공정거

래에 한 법률｣에 따른 기업

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

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그 임원 그  1인이 설립

자인 경우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는 법인이 직  는 그

와 친족 계 는 경제  연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

인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는 법인

나. 본인이 직  는 그와 경제  

연 계 는 가목의 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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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 지배 계에서 리법인의 경우 지방세는 5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로 

하고 있으나 국세는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국세가 지방세보다 특수 계의 범

를 확 하여 운 하고 있다. 반면 비 리법인은 국세와 지방세가 같은 기 을 

용하고 있다.

<표 5>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비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 계인의 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 계인의 범 )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 해당 법인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

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 에 

하여 사실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 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

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한 출

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1인

이 설립자인 경우

④ 제3항을 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

의 경 에 하여 지배 인 향력을 행

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

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

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 에 

하여 사실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 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

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한 출

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1명

이 설립자인 경우

나. 소결

국세와 지방세는 동일하게 기본법에서 특수 계인의 범 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특수 계인의 범 를 조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국세의 

과 주주는 2차 납세의무자를 목 으로 하고 있어, 특수 계인의 범 를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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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과 주주의 2차 납세의무자 범 가 확 되어 조세를 징수하는데 효과

이다. 

그러나 과 주주 취득세 과세 단계에서는 특수 계인의 범 가 넓은 경우 반드시 

과세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당  법인설립 당시 과 주주에서 지분 증분에 해서 

과 주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 계를 넓게 인정되게 되는 경우 당

의 과 비율이 높게 계산되어 향후 과 주주 과세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수 계인의 범 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과 주주 단에 요한 요

소로 실질 인 지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수 계인의 범 를 넓게 보는 것이 과

세형평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과 주주 취득세 과세 자체가 실효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새로운 과 주주 구성에 한 단 검토

가. 원합의체 법원 례 검토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 로 과 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 주주 소유의 주식 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

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효력과 련하

여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 주주

가 된 때에는 그 과 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간주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를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의하여 과 주주

가 된 때로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1993.12.31. 통령령 제14061호로 신설되고 1997. 

10.1. 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의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 로 과 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

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

로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한 과 주주로서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분에 

하여도 사후에 소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어 지방세법 규정보다 취득세 

과세 상의 범 를 확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에서 과세 상을 확장

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임규정도 

같은 법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66조에서 이 법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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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와 같이 과세 상 물건의 취

득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취득과 같은 과세요건에 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 으

로 통령령에 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

항은 무효라고 시하 다.22) 한 법원은 지방세 제7조 납세의무자와 련하여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확 하는 시행

령을 임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법원은 과 주주와 련하

여 시행령에 임한 시행령 규정은 임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았다. 과세요건을 구

성하는 경우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시하고 있다. 

나. 새로운 과 주주에 한 법원의 례 검토

법원은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 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 주주로부터 주식의 일부 는 부를 이 받아 새로이 과

주주가 되었으나 기존의 과 주주와 새로운 과 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

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 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시하고 있다.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 주주  특

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 으로 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 주주 집단이 소

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 으로 단해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 주주에 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용하여 연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과 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 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 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하여 공동사업자 

는 공유자의 지 에서 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한 권

리의무도 과 주주에게 실질 ･경제 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악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과 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그 과 주주 집단이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련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 부터 그 과

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련하여서는 기존의 과 주주로부

터 그 과 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한 법원은 이러한 들을 종합하여 과 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 되는 

경우나 기존의 과 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 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

22) 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원합의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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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자가 기존의 과 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는 부를 이 받아 새로이 과

주주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 주

주와 친족 기타 특수 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 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는 부를 이 받아 새로이 과 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 주주와 새로운 

과 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 상이 될 수 

없다고 시하고 있다. 

법원은 앞에서 언 한 원합의체 결에서와 같이 과 주주를 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지분변동이 없는 과 주주에 해서 단을 하고 

있다. 즉 법원은 종 부터 그 과 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과 

련하여서는 기존의 과 주주로부터 그 과 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

이 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시하고 

있다. 즉 과 주주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 으로 단하는 것이 아니

라 과 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 으로 단하고 있어, 구성원

의 변동 과세요건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새로운 과 주주이나 비율이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하지 못

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 주주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을 변경하여 새로운 

과 주주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원 변경을 통해서 실질 인 주주의 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특정인 1

인을 기 으로 과 주주 집단은 동일성이 인정되나 과 집단 체의 실질이 변경된 

경우도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한 보충 인 해석이 필요다

고 생각된다. 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실질지배하는 과 주주의 개념이 과세

요건으로 반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행정안 부 유권해석 검토  

행정안 부는 과 주주의 집단의 연속성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 주주라는 

개념으로 보충 인 해석을 하고 있다. 해당법인의 주식이동  과 주주  1인인 

乙(이하 “기 주주”라 함)23)을 기 으로 단 시 甲  법인B와 ｢지방세기본법시행

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수 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법인B가 기존 특수 계에 있던 甲으로부터 그 주식을 이 받아 새

로이 과 주주가 되더라도, 기 주주인 乙을 심으로 한 특수 계인 지분의 합을 

23) 행정안 부는 과 주주의  1인을 기 주주로 명명하고 이를 기 하여 새로운 과 여부를 단

하고 있다. 과 주주  어떤 사람을 기 주주로 보아야 하는지에 해서는 구체 인 언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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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는다면 과 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 주주

(乙)를 심으로 甲, 법인B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규정하는 해당법

인의 특수 계인 범 에 포함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 계를 면 히 검토하여 

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24)

한 해당 사실 계에서 과 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에 해 살

펴보면, 이미 과 주주 던 주주는 다시 과 주주가 되더라도 기존 최  과 비율을 

상회하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가 없는 (  §11③), 과 주주 간주취득세는 특정 주

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 으로 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 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 으로 단( 법원 2012두12495)하여야 하는 , 甲은 계

속하여 주주이자 과 주주 집합군의 기 주주에 해당하 던 에서 볼 때, 주주 

변동으로 인해 실제 지배력이 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 으로 고려

할 때, 甲을 기 으로 한 과 주주의 종  최  비율이 100% 고, 실질  주주권이 

새로운 과 주주 집단으로 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

조제3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으로 보았다.25)

행정안 부 유권해석은 과 주주 의 1인을 기 으로 해당 과 주주 집단 단

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데, 실제 지배력이 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의무

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실제 지배력이 이 되었는가는 매우 요한 요소

로 과 주주의 집단형태의 비율 뿐만 아니라 실제 지배력의 이 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계를 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 부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

주주에 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용하여 연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과 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 계에 있는 자

들은 실질 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하여 공동사업자 는 공유자의 지 에서 

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한 권리의무도 과 주주에게 실

질 , 경제 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악하

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행정안 부는 첫째 과 주주 각자가 과 주주 그룹 체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연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 둘째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과

주주 으나 과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

하여 다시 과 주주가 된 경우 그 이  과 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 섯째 과 주주 간주취득

24) 행정안 부 지방세운 과-1745, 2015.6.11.

25) 행정안 부 지방세운 과-218,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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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특정 주주 1인이 아닌 과 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을 기 으로 단

하므로, 과 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이면서 특수

계인이었던 자, 특수 계인이었으나 기존주주가 아니었던 자  기존주주가 아니었

으나 주식을 이 받으면서 특수 계를 형성한 자가 주식을 이 받아 새로이 과 주

주가 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 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

95 결)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질의 사안의 경우 기 주주 “B”의 해당법인에 한 

기존 과 주주 집단의 총 주식비율이 100％이었고, 기존주주인 “A”를 기 으로 주

식을 양도하는 “C외”  주식을 양도받는 주주간에 모두 특수 계가 형성되는 경우

라면, “C외”로부터 “B”  그와 특수 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이 받아 새로이 과

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 이라 단된다고 보았다.26)

라. 소결

앞에서 살펴본 법원 례와 행정안 부의 유권해석은 같으면서 다른 측면이 있

다. 법원 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세요건을 심으로 단하여 과 주주 

집단을 악하고 구성원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과 주주를 형성하는 것에 해서 

과 주주의 비율 변동이 없는 경우 과세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행정안

부는 법원 례를 인용하여 행정유권해석을 하면서 입법취지이 실질  지배가 변

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법원 법문의 요건에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으나 행정안 부는 입법취지 등을 고

려하여 실질 지배력의 변동이라는 사실 계 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생각건  입법 목 을 합목 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이유는 과

주주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실질 인 지배력이 이 되는 경우까지 과 주주를 과

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세회피를 계획하여 구성원을 변경한 경우에 과세를 하

지 못하게 되어 과세형평이 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법문의 요건만을 

기 으로 실질 지배력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과 주주 취득세 입법 취지가 무색하

게 되어 사실상 과 주주 취득세 자체를 그 제도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해석론  차원에서 제도의 입법 목 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

하다고 보여지며, 향후 입법 으로 과세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26) 행정안 부 지방세운 과-1555, 20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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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비고

지방세법 시행령 

[ 통령령 

제22586호, 

2010.12.30, 

일부개정] 

② 이미 과 주주가 된 주주 는 유한책임사원

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한 과 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

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 으로 그 이  5년 이내에 해당 과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년 이내 최고비율 

용

지방세법 시행령 

[ 통령령 

제26836호, 

2015.12.31, 

일부개정] 

② 이미 과 주주가 된 주주 는 유한책임사원

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한 과 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

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과거 최고 비율

3. 과세 제외 단시 최고비율 단 시간  한계 검토

가. 련 규정

종 에는 이미 과 주주 던 경우 과거 최고비율은 5년이라는 시간을 범 에서 

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즉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

으로 그 이  5년 이내에 해당 과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

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

15.12.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 주주가 

이 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다.

본 개정은 5년을 기 으로 지분의 증가를 단하게 되므로 과거 높은 과 비율을 

유지하 으나 일부 감소하 다가 5년이내에 증가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나 5년이 

경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과 주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해소하고 하는 차원에

서 개정되었다.

<표 6> 이미 과점주주 판단 관련 시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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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비고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 주주가 

이 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

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나. 문제

본 규정은 지분의 증가를 단함에 있어 시간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

다. 첫째, 일반 으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소수의 특수 계인이 법인

을 설립하게 되는데 시간의 경과하여 사업의 확장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 다가 다

시 과 주주의 지분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당  설립당시 과 주주의 비율이 100%인 경우 과 비율이 낮아졌다가 다

시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 법인은 과거의 최종 비율이 100%로 과 주주 취득세 납

세의무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과거의 과 주주 비율을 법인설립 당시까지 확 하여 단해야 하므로 재

의 과 주주 요건 충족에 따라 과세하면서 길게는 법인설립당시까지 최고 지분을 

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과세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를 하고 사실 계의 단

도 시간  한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나 과 주주 비율이 종  최고 비율을 단함에 

있어 법인설립시까지 소 해서 사실 계를 악하고 과세여부를 단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기 주주의 개념도 과 주주의 1인지 아니면 기 주주가 최  주주인지 명

확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법인설립 당시 과 주주 1인의 주식 1주만을 남기고 과

주주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새로운 과 이 형성되는 경우 기 주주를 종  1주만 가

진 주주로 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과 주주의 성립으로 볼 수 없어 과 주주의 과

거의 최고비율 이하인 경우 과 주주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행 과 주주는 입법 취지가 실제 지배력의 변동에 따라 과

주주에게 추가 인 취득세를 목 으로 제도를 설계하 으나 조세회피를 목 으로 

조세회피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 과 주주 취득세 과세 자체가 불가능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행 과 주주 취득세의 납세의

무 규정과 특수 계인 단  과 주주의 취득에 한 시행령 등을 입법 으로 보

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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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요약

과 주주 취득세는 취득행 에 한 과세로 법인을 통해서 우회 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는법인의 지배력을 강화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과 주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행 과 주주 취득세를 이

과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질 인 지배력을 통해서 과 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는 경

우 추가 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  설

립과 종 의 최고 비율을 넘지 않는 지분의 증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 과 주주의 범 를 심으로 특수 계인과 과 주주의 기

주주에 해서 살펴보았다. 법원은 과세요건을 심으로 실질 지배력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과 주주가 형성되더라도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

세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 부는 동일한 논리를 개하면

서 실질지배력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제로 새로운 과 주주에 해서 과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새로운 과 주주 여부를 단함에 있어 

기 주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과 주주의 1인을 기 하여 새로운 과 주주 여부를 

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과 주주 취득세 조세회피를 목 으로 주주의 구성을 계획

하는 경우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 에 의해서 과 주주 취득세 제도가 무력화 될 수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2015년 개정에서 과 주주 과세기 인 최고 지분 비율의 단 범 인 5년을 

삭제하여 법인 설립시기 까지 과 주주의 최고 비율을 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한 비상장법인이 특수 계인에 의해서 설립된다는 을 고려하면 사실

상 과 주주 취득세 과세를 어려워 질 수 있어 제도에 한 해석론  입법론  보

완이 필요하다.

2. 정책제언

가. 과 주주에 한 정의와 단기  재정립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행정안 부는 기 주주라는 개념을 통해서 과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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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는 보충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안 부가 제시한 기 주주의 개념

에 따르게 되면 앞에서 분석과 것과 같이 실질 인 지배력이 이 하더라도 1% 만

의 지분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 기 주주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과 주

주 취득세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잇는 문제 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행정안 부의 유권해석의 보충이 필요하다. 기

주주의 개념을 과 주주를 구성하는 주주가 아닌 과 주주 구성원  가장 큰 지

분을 기 으로 단하도록 해석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입법 으로 개선

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과 주주에 한 정의를 지방세법에 신설하면서 과 주주 

단의 기 을 최 주주로 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서 과 주주 취득세 과세요건으로 법인의 주식 는 지분을 취득함으

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 주주가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상 과 주주의 국세기본법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한 과

주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과 주주에 한 요건을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지방세법 제6조에 과 주주의 요건을 규정하고 

과 주주 단시 기 이 되는 기 주는 최 주주를 기 하도록 규정하는 개선방안

이다. 

<표 7> ｢지방세법｣상‘과점주주’의 정의 신설방안

 행 개정 (안)

제6조(정의) 1.～20. (생략)

21. <신 설>

제6조(정의) 1.～20. (생략)

21. 과 주주란 주주 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 계인  지방세기

본법 제2조 제34호에서 정하는 자로

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는 출자

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과하면서 그에 한 권리를 실질 으

로 행사하는 자들 말한다. 다만, 과

주주의 단시 최  주주의 기 하여 

과 주주의 변경 여부를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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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최고 비율 단시 시간  한계 설정

2015년 개정으로 삭제된 시간  한계를 명시하여 비상장법인의 특수성에 의해서 

과 주주 취득세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 입

법 인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이 종 의 규정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표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개정방안

 행 개정 (안)

제11조(과 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 주주가 된 주주 는 유한책

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한 과

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

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

당 과 주주가 이 에 가지고 있던 주

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 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 주주가 된 주주 는 유한책

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한 과

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

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 으로 그 이  5년 이내

에 해당 과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종합의견

앞에서 지방세법상 과 주주와 련하여 기 주주의 개념과 용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과 주주에 한 취득세 과세는 이 과세의 논란이 있으나 앞에서 제시

한 것과 같이 과 주주의 구성을 변경하여 실질 인 지배력을 이 하게 되는 경우 

이는 과세되는 것이 실질과세와 과세형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지방세 과 주주 

련 기 주주의 기념은 무 포 으로 넓은 기 으로 기 주주를 구로 하냐에 

따라 과 주주의 지배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세회피 략을 마련할 수 있어, 기

주주에 한 개념과 단요건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기 주주의 단을 최  지분권자를 기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최  지주의 실질 지배력과 연동할 수 있도록 추가 인 행정해석이 필요하다 생

각된다. 본 연구는 과 주주 단과 련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한 연구로 향후 더 

많은 제도 인 연구를 통해서 완성된 입법 인 안이 모색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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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세법학회 정관
(2009.11.27.)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 2 조 (목 ) 본회는 조세법학을 심으로 하여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종합 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조세법에 한 학문  발 을 진하고 

실정법 제도  조세행정의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이를 서울특별시 서 구 서 동 1555-1(성은빌딩)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조세법의 논리  측면을 천착하기 한 조사･연구

2. 조세의 법제도(비교법  측면 포함)  세무행정의 개선을 한 조사･연구

3. 연구발표회, 강연회  학술회의의 개최

4. 논문집  사례연구집 등의 발간

5. 인 학문과의 공동연구를 한 국내외 학술단체  유 단체와의 력

6. 납세자에 한 홍보  교육의 실시

7. 기타 학회의 목  달성을 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2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종류)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찬동하는 개인 는 기 으로 하

고, 이를 정회원･ 회원  기 회원으로 나 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학( 문 학을 포함한다)의 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 던 자

2. 조세와 련된 학문을 공한 석･박사학 의 소지자

3. 연구기 에서 조세와 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는 제2호에 상

당한 자격을 갖춘 자

4. 학에서 조세법이나 세무회계 등 조세 련 분야를 공한 자로서 조세 련기   

기업 등의 세무회계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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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세무사･ 세사･공인회계사･세무공무원 등 조세 문가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에 의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세무법인 는 회계법인 는 법무법인에서 조세와 련된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2. 조세 련기   기업의 세무회계분야에 종사하 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3. 제1호 는 제2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

④ 기 회원은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기 , 국내외의 법인, 기  는 단체로서 이사

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  는 단체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가입)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회장  감사의 선거권  피선거권

3.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을 수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하는 때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기 회원이 해산하는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하는 때

③ 회원이 본회의 명 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

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9조 (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학회장：1인

2. 부학회장：10인 이내

3. 이 사：1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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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 사：2인

② 부학회장 의 1인은 차기학회장으로 하며, 이는 다음의 학회장직을 승계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학회장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최

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

로 한다.

② 부학회장은 학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 이사는 이를 정회원 에서 회장이 한다.

④ 감사는 이를 정회원 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임원이 선출(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

제12조 (학회장 등 임원의 직무) ① 학회장은 본회를 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이사회가 임한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학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회장으로부

터 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본회의 운 과 업무에 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감사의 결과를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는 불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제3호의 보고를 하여 이사회 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가 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

제4장  기  관

제14조 (기 ) 본회에 총회  이사회를 두며, 본회의 자문  원활한 운  등을 하여 고

문, 연구 원, 사무국, 편집 원회, 분과 원회 등을 둔다.

제15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 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는 다음해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164◂◂ 2021년 제5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는 감사가 그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학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

결권을 가진다.

⑥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

장 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회원  기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 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산  결산의 승인

4. 학회장  감사의 선출과 해임

5. 본회의 해산

6.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7. 정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 에 필요한 요사항으로서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학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건을 명

시하여 5일 이 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을 요하거나 기타 피

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화 는 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학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 한 사안에 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학회장･부학회장  이사(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는 감사 의 1인이나 이사 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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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산･결산안의 작성

3. 본회 운 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개폐

4.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임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한 심의

7. 회원 가입의 승인  회원의 징계 

8. 고문의 추  

9.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 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학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 한 사안에 하여는 우선 

그 처리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고문  연구 원 등) ① 학회장은 목 사업의 수행과 학회  학술세미나에 

한 자문을 얻기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을 추 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본회의 연구활동  안사항의 연구 등을 하여 연구 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학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운 에 한 세부사항은 이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편집 원회)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하여 편집 원회를 두며, 편집 원회

의 구성 기타 운 에 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 (분과 원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제간의 교류  조사･연구를 효율 , 문 으

로 수행하기 하여 본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 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세법학 분과 원회

2. 내국세법 분과 원회

3. 지방세법 분과 원회

4. 국제조세 분과 원회

5. 세법 분과 원회

6. 비교세법 분과 원회

7. 세무회계 분과 원회

8. 조세행정 분과 원회

9.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분과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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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회비

2. 기부

3. 찬

4. 연구용역의 수익

5. 기타 수입

② 입회비  회비의 액은 이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 산  결산) ① 본회의 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본회의 결산에 하여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자산의 종류  리)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자산 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본회의 경비는 이를 운 재산에서 지출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 을 가진 다

른 단체에 출연하기로 한다. 

제28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 청의 허가를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세칙 등) 이 회칙의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가 정한다.

제30조 ( 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일반 인 례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 2008년 8월 30일로 소 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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