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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세정관리
 

 

1. 세정관리

▪집필 ❙세정과 세정담당 김하

가. 지방세정 운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하여 세원 리에 철 를 기하고 미분양

아 트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거래세 감소 등으로 자주재원의 핵심

인 지방세의 안정 인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의 확충

을 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받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도 신설되어 지방세 세목이 

조정되었다. 

  세무조사반 운 을 통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의 효율 인 확충으

로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생계형 체납자에 하여는 분납․징수유  제도

를 극 으로 활용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 다.

한,  시민 세정서비스 향상을 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납세자의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요구 증 에 부응하기 하여  직원에 한 친 교육 실시, 

지방세 연찬회 등을 통한 문지식 함양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납세에 한 

홍보활동을 강화하 으며, 사  구제제도인 과세 부심사와 사후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극 인 운 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해 노력하 다.

정보통신 분야의 속한 발달로 인터넷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자세정의 필요성이 

증함에 따라 인터넷뱅킹, PC뱅킹, 폰뱅킹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제도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정 업무 반에 한 체계 이고 구체화된 종합정보 제공과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해 도입한 울산 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www.etaxulsan.go.kr/)과 

행정안 부에서 운용하는 텍스(http://www.wetax.go.kr/), 그리고 국세청 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http://www.hometax.go.kr/)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자택

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의 지방세를 신고하고 은행방문 없이 계좌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자세정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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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세 과징

  2009년 역시세는 목표액 8,169억 7,000만원, 징수액 8,189억 9,200만원이고, 

구․군세는 목표액 2,395억 3,400만원, 징수액 2,412억 3,400만원이다.

우리시의 총 지방세는 목표액 1조 565억 400만원에 1조 602억 2,600만원을 징수

하여 100.4%의 실 을 거양하 으며, 부동산 등 경기불황으로 2008년 징수액 1조 

1,270억 6,600만원 보다는 668억 4,000만원이 년 동기 비 5.9％ 감소하 다.

  2009년 역시세 년도 징수액을 보면 8,131억 6,800만원으로 부과액 8,307억 

5,300만원 비 97.9%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 다.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부동산

거래  차량등록 련 취득세․등록세 수입이 2,502억 200만원으로 역시세 총

수입액의 30.5％를 차지하며, 주민세 2,413억 7,900만원(29.5％), 지방교육세 921억 

4,800만원(11.3%), 자동차세 639억 3,800만원(7.8%), 담배소비세 570억 7,500만원 

(7.0％), 주행세 565억 5,100만원(6.9%)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징 황

〔표  Ⅱ-2-28〕                                                               (단 ：백만원)

세   목   별
목 표 액

(A)
조 정 액
(B=C+E)

징 수 액
(C)

불  납
결손액

(D)

미 수 액
(E)

징 수 율(％)

목표
(C/A)

조정
(C/B)

합  계 1,056,504 1,134,255 1,060,226 12,163 74,029 100.4 93.5

소  계 816,970 875,693 818,992 9,768 56,701 100.2 93.5

시

세

  년  도  808,066 830,753 813,168 97 17,585 100.6 97.9

 

취  득  세 120,826 123,351 119,376 1 3,975 98.8 96.8

등  록  세 129,918 131,433 130,826 607 100.7 99.5

주  민  세 238,823 246,354 241,379 92 4,975 101.1 98.0

자 동 차 세 61,706 68,027 63,938 3 4,089 103.6 94.0

도  축  세 263 394 394 149.8 100.0

담배소비세 56,900 57,075 57,075 100.3 100.0

주  행  세 57,500 56,551 56,551 9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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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별
목 표 액

(A)
조 정 액
(B=C+E)

징 수 액
(C)

불  납
결손액

(D)

미 수 액
(E)

징 수 율(％)

목표
(C/A)

조정
(C/B)

시

세

  

도시계획세 33,912 36,891 35,791 1,100 105.5 97.0

공동시설세 15,362 15,764 15,298 466 99.6 97.0

지역개발세 179 197 180 17 100.6 91.4

면  허  세 241 219 212 7 88.0 96.8

지방교육세 92,436 94,497 92,148 1 2,349 99.7 97.5

과  년  도 8,904 44,940 5,824 9,671 39,116 65.4 13.0

소  계 239,534 258,562 241,234 2,395 17,328 100.7 93.3

구

․

군

세

  년  도 237,684 245,393 239,205 13 6,188 100.6 97.5

면  허  세 1,486 1,636 1,583 53 106.5 96.8

재  산  세 74,118 77,339 74,017 3,322 99.9 95.7

종합토지세 27 9 18 - 33.3

사 업 소 세 44,525 45,377 45,105 272 101.3 99.4

주  민  세 60,705 61,505 60,430 11 1,075 99.5 98.3

자 동 차 세 13,000 14,562 13,394 2 1,168 103.0 92.0

도  축  세 500 531 531 106.2 100.0

담배소비세 13,000 12,987 12,987 99.9 100.0

도시계획세 8,850 9,223 8,943 280 101.1 97.0

주 행 세 21,500 22,206 22,206 103.3 100.0

과  년  도 1,850 13,169 2,029 2,382 11,140 109.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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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세법령 개정  운용

  지방세수의 확충을 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받아 지방소비세

를 신설하 으며,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를 신설하 다. 소득과세 성격이 짙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고, 균등과세 성격이 짙은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

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는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하 다.

1) 취득세

  신축․ 수선 건축물에 한 과세표  개선으로 개인이 건축물 건축 시   

부분의 공사를 법인과 거래하고, 일부공사(설계․감리 등)를 개인사업자와 

거래하여 법인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높아지는 불합리함이 있어 개인의 경우에

도 체 공사비  90%가 법인장부로 인정될 경우, 나머지 액을 세 계산서

로 입증하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용토록 개선하 다. 

 

2)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 다. 납세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세무서장․세 장이 징수 후 서울

특별시장에게 납입하고,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안 부에서 시․도별 소비지수로 

계산한 안분율에 의해 시․도에 안분한다.

3) 지방소득세

  소득과세 성격이 짙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

소득세를 신설하 다. 형식면에서 종 의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소득세 소득분,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 변경, 내용면에서는 종

의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과 큰 차이가 없다.

4)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 다. 형식면에서 종

의 주민세 균등할이 균등분,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명칭변경, 

내용면에서는 종 의 주민세 균등할, 사업소세 재산할과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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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면허세

  면허세 체납자에 한 면허의 취소개선을 해 면허세의 체납액에 계없이 

일률 으로면허취소만을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면허정지 는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6) 재산세

  재산세 과세표 은 매년 시가표 액에 한 용비율을 단계 으로 인상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정성이 반 될 수 있게 개정하 다.

7) 자동차세

  체납 4회 이상 차량에 한 공부  지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 

멸실 자동차를 악 말소차량, 폐차차량, 차령 10년 이상 차량, 행불자․말소자 

차량, 단순체납차량의 조사결과를 정리하 다. 201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과세자료를 정비 사실과세 지향과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라. 지방세 신장률
(단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징수액 ％ 징수액 % 징수액 % 징수액 % 징수액 %

836,498 6.2 943,585 12.8 1,040,105 10.2 1,127,065 8.4 1,060,227 △5.9 4.2％

마. 지방세 담세액

연간 시민 1인당 담세액 황

〔표 Ⅱ-2-29〕                                                     (단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징수액 836,497 943,584 1,040,105 1,127,065 1,060,227

인구수 1,095,105 1,102,988 1,112,799 1,126,879 1,129,827

1인당담세액 763 855 934 1,000 938

주) 1인당 담세액 = 징수액( 역시세+구․군세) ÷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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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10년 업무계획

  2010년도 우리시 지방세수입 목표액은 9,113억 7,700만원이다. 역시세를 세

목별로 보면 취득세․등록세가 3,038억 5,600만원(33.3％), 지방소득세 1,965억 

6,200만원(21.6％), 지방교육세 992억 8,000만원(10.9%), 자동차세 671억 5,500만

원,(7.4%), 주행세 581억 6,600만원(6.4%), 담배소비세 578억원(6.3%), 기타세목 

1,285억 5,800만원(14.1%)이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세원 리 취약분야 일제 검으로 세수확충 도모, 세무

공무원 문역량 강화를 한 교육  연찬회 실시, 세정운  평가 등을 통한 

공평․합리 인 세정운용으로 신뢰받는 선진 세정을 구 하고,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과 안정 인 세수 확보를 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 2011년 1월 1일부터 용될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 비를 해 조례  규칙 제․개정, 세무공무원 교육, 시민  

홍보 등 비에 만 을 기할 계획이다.

2. 체납관리

▪집필 ❙세정과 체납 리담당 김덕룡

가. 지방세 체납액 리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 기반을 축시킬 뿐 아니라 성

실 납세풍토와 조세정의를 해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이에 우리시는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하여 년도 징수율 제고에 역

을 두고 노력한 결과, 2009년도에는 97.9%의 징수율을 달성하 다.

  한, 과년도 체납에 해서는 이월체납액의 35%인 202억원을 정리목표액 

으로 설정하여 각종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집 으로 실시한 결과 218억원

을 정리하여 목표액 비 108.0%의 정리실 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매년 증가

하던 체납액이 2006년 이후, 4년 연속 체납액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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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시책을 보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

자 출국 지 조치, 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

히 추진하여 세 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

켰으며, 한 수시로 국 재산  융조회를 실시하여 발견된 재산을 즉시 

압류 조치하고 고질체납자의 압류재산에 해서는 면 한 실익분석을 통하여 

극 인 공매를 실시함으로써 체납세는 “끝까지 추 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는 신념으로 체납세 일소에  행정력을 집 하 다.

  그리고 시세 체납액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효율 인 정리

를 하여 역시 단 로는 유일하게 「체납차량 상설 공매처분장」을 설치, 

운 하여 356 를 공매 처분하 으며, 체납차량 번호  치업무에「차량탑재

형 번호  치시스템」을 이용하여 11,140 를 치하는 등 고질 인 체납차

량 정리는 물론 체납세 일소에 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하여 강력하고 지속 인 징수활동과 더불어 소득층

의 생계형·일시  체납자 579명에 하여는 각종 행정제재를 유보함으로써 우

선 생업에 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탄력 인 체납세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나. 시세 체납액 황

연도별 체납액

[표 Ⅱ-2-30]                                                                     (단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676 675 615 577 567

  년  도 166 164 179 192 176

과  년  도 510 511 436 385 391

연도별 징수율

[표 Ⅱ-2-31]                                                                        (단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90.1 91.1 91.8 92.4 92.6

 년 도 97.5 97.9 97.7 97.8 97.9

과 년 도 15.9 17.3 21.2 19.1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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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업무계획

  2010년 체납 리 의 업무추진 방향은 년도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새로운 

체납발생의 근원 인 차단과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에 역 을 두고 추진할 계

획이다. 체납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징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

른 징세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부과부서와 징수부서의 유기

인 조체계를 구축하고 당해연도 체납에 하여 조기 응하고 기에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역량을 집 할 계획이다. 

  한, 과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을 이월체납액 총 567억원의 35%인 198억원

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해 연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

여 운 하고 체납발생의 78.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3개 취약세목에 하여 집 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다.

  이를 하여 단계별 명단공개, 출국 지, 허사업 제한, 은행․증권사․보

험사에 정기․수시 융조회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한 행정제재를 보다 강

화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 조사․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의 신속한 공매

처분과 추심 등 체납 압류물건 화에 역 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3. 세무지도

▪집필 ❙세정과 세무지도담당 박 석

가. 세무조사 

  수출입 산업비 이 높은 울산은 세계 인 불황기의 향을 다소 받고 있다. 

KIKO 가입으로 인한 융손실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산활동이 다소 축되었

으며, 경기회복을 한 기업지원이 실히 필요한 시기 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 이지만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 을 

하여 지속 인 세무지도가 필요한 만큼 과세취약분야에 한 각종 부 비용 신

고 락여부 조사와 비과세․감면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약분야를 심으

로 기획조사를 하는 등 지속 이고 체계 인 세무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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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조사 및 서면조사

  법인 세무조사 시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과 외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 

구․군에 걸쳐 있는 법인에 하여는 시에서 조사하고, 그 외 소기업에 

하여는 구․군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복조사의 폐해를 해소하 다. 

세무조사 실시 상 법인에 해서는 사  통지하여 사 비기간을 제공하 으

며, 결산기간, 휴가기간 등에는 법인에 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양함으로써 납

세자 편의 주의 세무조사 운 에 을 두었다.

2) 기획조사

  재건축․재개발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한 건설법인의 지방세 납부

실태에 하여 체계 이고 집 으로 조사함으로써 락․탈루 세원을 확보

하여 공평과세 실 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 다.

  과세취약분야에 한 지속 인 세무지도를 통하여 자진납세풍토가 차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세 산화와 더불어 지방세원 리가 한층 정 해 

짐으로써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 제고, 과세자료 일제조사 등 탈루․은닉세원에 

한 체계  세원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된다.

연도별 세무조사 실
[표 Ⅱ-2-32]                                                                (단 ：건,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조사 상수 1,346 1,097 925 591 614

실      2,999 3,912 7,359 10,109 4,983

세무조사 실

[표 Ⅱ-2-33]                                                          (국세 포함, 단 ：백만원)

구   분 계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국  세

계 4,983 2,074 1,072 654 444 140 403 196

직 조사 458 140 40 35 15 79 136 13

서면조사 2,262 815 393 586 248 20 113 87

기획조사 2,263 1,119 639 33 181 41 15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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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0년 업무계획

  지속 인 세무지도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 는 물론 

자진 납세의식을 정착시키며, 건설법인 등 취약분야에 하여 기획조사를 지

속 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 을 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최근 경기침체

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 략산업과 신성장동력 기업 등에 하여는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세무조사를 탄력 으로 운 할 계획이다.

4. 세외수입
▪집필 ❙세정과 세입 리담당 한 순

가. 세외수입 개념

  세외수입은 통상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원 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세 수입에 응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등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 하거나 특정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반 부로서 징수하는 세입, 이월 , 입 , 이자수입 

등 지방세입의 운 과 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 이고 명목 인 세입, 그

리고 지방채, 융자  같은 외부차입  등 다양하고 이질 인 세입원을 범

하게 포함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의 범 는 용도에 따라 의․ 의․최 의 등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으나, 보통 “세외수입을 확충․개발한다”고 할 때는 의의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임시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제외한 경상 이고 실질 인 세

외수입만을 지칭한다. 

나. 세외수입 운

  세외수입은 앙정부의 직 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

로 수입확보  개발이 상 으로 용이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세입원 개발이 

용이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입지여건이나 경제  환경, 특정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수입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을 통한 자치단체 수입

원으로서 그 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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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기존세원의 확충

  2009년도에는 재산임 수입, 공공시설  체육시설 등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  세외수입을 23억 7,300만원을 과 징수하 으며,  

공유재산매각 수입, 공동주택 분양 등에 따른 특정 공익사업에 부과되는 학교

용지부담  수입 증가 등으로 임시  세외수입이 110억 3,500만원을 산액 

보다 과 징수하 다. 이자수입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하여 2008년 징수액보

다 76억 1,300만원이 감소하 다. 

2) 세외수입확충 연구모임 운영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부족한 재정확충과 지방자주재원인 세외수입확충을 

해 시․구․군 계공무원, 연구원 등 13명으로 세외수입 성과기획단을 

구성․운 하 으며, 특히 “소화조 부산물(바이오가스) 생산․ 매를 통한 지

방세외수입 창출”에 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에 

참가 하여 최우수상인 통령 표창을 수상 하 다. 앞으로도 세입 확충방법에 

해 지속 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다.

3)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 리가 지방세와는 달리 수입원에 따른 다양한 

세목의 개별 인 리로 통일성과 표 성이 미약하고 자료의 공유가 불가능하 다. 

  이러한 세외수입 분야의 산화  련시스템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장

리, 수납․체납․과오납 등 징수 리, 수입일계표, 각종 통계자료 등 세입자료를 

산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로그램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으며, 한 유

시스템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공사공단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리 업무를 

지원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세외수입 리에 효율성을 기하 다.

  한, 세외수입 산징수부의 운  확 와 각종 통계정보 활용으로 세외수입

정책 기  자료를 제공하여 부과․징수의 락  탈루 방지와 효율  체납 리로 

세외수입의 투명성을 제고하 다. 시스템의 체계 이고 통합 인 운 을 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 유 시스템과의 정보공유  연계를 

확 하고, 인터넷 납부서비스의 기반 구축하여 납입 편의 제공에 한 서비스

를 확 하여 민원편의를 극 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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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일반회계 체의 11.6%인 1,968억 4,300만원인데, 

이 에 경상  수입은 세외수입의 18%인 353억 6,900만원이고, 임시  수입은 

82%인 1,614억 7,400만원이다. 이는 년도 징수액 2,120억 800만원 비 151

억 6,500만원 감소하 다.

   세입 과목별 징수규모는 년회계년도의 이월 인 순세계잉여 , 공유재산 

등의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 등의 사용료수입, 학교용

지 확보에 한 부담 수입, 특별회계 입  수입 등의 순이다.

세외수입 징수 황

[표 Ⅱ-2-34]                                                      (단 ：백만원)

과     목     별 2009년 산액 2009년 징수액 구성비율(%)

합          계 183,435 196,843 100

경

상

세

외

수

입

소   계 32,996 35,369 18.0

재 산 임  수 입 4,633 5,288 2.7

사 용 료 수 입 12,478 13,035 6.6

수 수 료 수 입 5,487 5,618 2.9

사 업 수 입 2,069 2,430 1.2

징 수 교 부  수 입 3,010 3,998 2.1

이 자 수 입 5,319 5,000 2.5

임

시

세

외

수

입

소    계 150,439 161,474 82.0

재 산 매 각 수 입 26,894 28,378 14.4

순 세 계 99,558 99,558 50.6

이   월   1,005 1,476 0.8

 입 6,599 7,054 3.6

융 자  원  수 입 33 469 0.2

부 담  수 입 2,935 7,558 3.8

잡 수 입 13,315 16,740 8.5

지 난 년 도 수 입 100 24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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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업무계획

  2010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110억 3,200만원이다. 경상  수입이 334억 

6,900만원과 임시  수입이 775억 6,300만원이다. 종류와 부과 근거가 다양한  

세외수입에 하여 유 시스템과의 정보공유  연계를 확 하고, 인터넷 납부

서비스의 기반 구축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 흐름의 분석에 의한 자 지출종합계획을 수립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자  수 에 차질 없이 비할 것이며, 지방세외수입「성과기획단」의 운 을 통

한 세외수입 안과제  업무처리방식 연구 개선과 세원 발굴 추진을 통하여 

세외수입의 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5. 과표심사

▪집필 ❙세정과 과표심사담당 이상헌

가. 지방세 구제제도

1) 신청대상

  과세 부심사 청구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한 서면통지, 과세 고통지, 비과세 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과세가 법한지의 여부에 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법 는 부당

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한, 심 청구는 법 는 부당한 조세 련 처분을 받은 국민이 법원에서 다

투기에 앞서 조세심 원에서 신속․간편하게 잘못된 세 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

도이며,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 감사에 의한 처분이나 기타 모든 행정처분에 

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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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기간

  과세 부심사청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는: 처분  이의신청에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심 청구는: 처분  이의신청에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3) 구비서류

  과세 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청구서(신청서) 2부와 증빙서류, 심 청구

는 심 청구서 2부와 증빙서류 첨부, 감사원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서 4부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4) 신청(청구)기관

  과세 부심사청구, 이의신청는 시세는 역시장에게 구․군세는 구청장, 군수

에게, 심사청구는 구․군세에 한 심사청구로 역시장에게, 심 청구는 조세심

원장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는 구청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면 된다. 

연도별 구제민원 처리 황

[표 Ⅱ-2-35]                                                                      (단 ：건)

구  분 과세 부심사 이 의 신 청 심  청 구 감사원심사청구

2009년 5 19 9 22

2008년 12 45 20 3

2007년 3 35 8 32

2006년 11 17 12 1,111

※ 2006년 감사원심사청구 1,111건은 주택은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구「지방세법」제273조의2(개인간 주택거래에 한 감면)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 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주문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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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

나. 과표운

  지방세법상 과세표 은 조세객체인 과세 상물건에 한 조세부과의 기 이 

됨은 물론 공평과세의 실 과 함께 세액 산출의 직  근거란 측면에서 각종 

세법에 규정된 법정세율 못지않게 그 비 과 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세율이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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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시가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에 의하여 합리 인 주택가격 산

정을 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2005년

도부터 도입하여 주택의 시가표 액으로 용하고 있다. 

  2009년에는 단독․다가구․주상용주택의 주택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 이 

공시하는 표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검증과정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 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개별주택가격은 조사 상 주택이 67,297호, 결정․공시 주택이 63,229호, 

표 주택은 2,774호 다.

2)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 액은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을 시가표 액으로 용한다.

  주택이외의 건축물 시가표 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 액에 구조․용도․ 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한 후 가감산특례를 용하여 매년 1월1일 재 구청장․군수가 행정

안 부장 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연도별 건물기 가격(1㎡당)은 2006년 460천원, 2007년 490천원, 2008년 510천원, 

2009년 510천원, 2010년 540천원이다.
 

3)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차량, 기계장비, 선박․항공기, 그 밖의 기타 과세 상에 하여는 거래가격, 수

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 가격에 종류․구조․용도․

경과년수 등 과세 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1일 재 구청장․군수가 행정

안 부장 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 2010년 업무계획

  구제업무는 반복  동일사안에 한 불복청구사례를 으로 분석 리하여 

반복  동일사안에 한 구제민원을 최소화하고,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업

무처리로 납세자의 실질 인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과표업

무는 지방세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차량  기타 물건의 과표 실화 

 합리 인 과표운 을 지속 추진하여 공평과세 실 에 만 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