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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정관리
1. 세정관리

가. 지방세정 운영
2013년은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인하와 법인 영업

실적 악화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시기였다.

특히, 세계 각국이 경제 성장세 확대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와 투자심리 악화로

내수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 5% 전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 수준

으로 반감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여건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업경영

악화를 초래하여 법인세가 크게 감소하고 그 여파로 법인세 세수마저 감소하

였음에도,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와 중구 혁신도시 및 울주군

역세권 등 부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나 지방세 징수액이 2011년부터 3년

연속 1조원 대를 초과하였다.

더불어, 자동차 체납세의 주범 대포차 정리와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통한 이월액 최소화, 관내 법인 세무조사와는 별

개로 특정분야 기획조사 실시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도에는 1조 268억 74

백만원의 지방세를 징수 하였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종이 고지서 없이 연중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지방세ARS 무료 납부시스템 제도 정착과 스마트폰 청구 서비스제도

도입,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시행 등으로 선진 납세편의 시책을 추

진하였다.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납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

여 2012년부터 최고액 납세왕 3명과 성실납세왕 20명 등 연간 23명의 지방

세 납세왕을 선발하여 왔으며,「울산광역시 지방세 성실납세 우대 및 지원 조

례」제정으로 시민들에게 선진납세 의식을 더욱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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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별 목 표 액
(A)

징수결정액
(B)

징 수 액
(C)

불  납
결손액
(D)

미 수 액
(E)

징 수 율(％)
대목표(C/A) 대조정(C/B)

계 1,388,117 1,478,342 1,413,523 9,160 55,659 101.8 95.6

소 계 1,090,000 1,072,891 1,026,874 6,487 39,530 101.8 95.7

시

세

현 년 도 1,001,000 1,036,331 1,020,621 1,571 14,139 102.0 98.5

취 득 세 306,000 314,921 311,608 517 2,796 101.8 98.9

등록면허세 9,000 9,254 9,240 - 14 102.7 99.8

주 민 세 3,000 3,374 3,027 - 347 100.9 89.7

자동차 세 139,000 143,725 139,965 2 3,758 100.7 97.4

담배소비세 55,000 55,950 55,950 - - 101.7 100.0

지방소비세 83,000 83,649 83,649 - - 100.8 100.0

지방소득세 282,000 293,685 287,998 961 4,726 102.1 98.1

지역자원시설세 22,000 22,390 22,001 20 369 100.0 98.3

지방교육세 102,000 109,383 107,183 71 2,219 105.1 98.0

과 년 도 8,000 36,560 6,253 4,916 25,391 78.2 17.1

나. 지방세 과징
2013년도 지방세 총 징수목표액은 1조 3,881억 17백만 원이었으며, 이 중 1조

4,135억 23백만 원을 징수하여 101.8%의 징수실적을 보였다.

광역시세는 목표액 1조 90억 원, 징수액 1조 268억 74백만 원이고, 구․군세는

목표액 3,791억 17백만 원, 징수액 3,866억 49백만 원이다.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부동산거래와 차량등록 관련 취득세 수입이 3,116억 8백

만 원으로 광역시세 총수입액의 30.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직전년도 법

인 영업실적과 종업원 근로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수입이 2,879억 98백만 원

(28.0%), 자동차세(주행분 포함) 1,399억 65백만 원(13.6%), 지방교육세 1,071억 83백

만 원(10.4％), 지방소비세 836억 49백만 원(8.1%) 등의 순으로 징수실적을 보였다.

〈 지방세 과징현황 〉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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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별 목 표 액
(A)

징수결정액
(B)

징 수 액
(C)

불  납
결손액
(D)

미 수 액
(E)

징 수 율(％)
대목표(C/A) 대조정(C/B)

소 계 379,117 405,451 386,649 2,673 16,129 102.0 95.4

구

․

군

세

현 년 도 378,947 393,363 386,827 402 6,134 102.1 98.3

등록면허세 20,675 20,939 20,856 - 83 100.9 99.6

주 민 세 7,487 7,856 7,717 2 137 103.1 98.2

재 산 세 156,134 162,009 158,362 196 3,451 101.4 97.7

자 동 차 세 42,500 43,714 42,624 1 1,089 100.3 97.5

담배소비세 13,400 13,515 13,515 - - 100.9 100.0

지방소득세 138,751 145,288 143,711 203 1,374 103.6 98.9

舊도시계획세 - 42 42 - - - 100.0

과 년 도 170 12,088 -178 2,271 9,995 -104.7 -1.5

주) 舊도시계획세는 추징세액

다. 지방세 신장률                                                                               (단위：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년간평균 신장률징수액 징수액 % 징수액 % 징수액 % 징수액 %

1,060,227 1,230,508 16.1 1,375,029 11.8 1,493,288 8.6 1,413,523 △5.3 7.8％

라. 지방세 담세액
〈 연간 시민 1인당 담세액 현황 〉                                                                    (단위：백만원, 명, 천원)

연 도 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징수액 1,060,227 1,230,508 1,375,028 1,493,288 1,413,523

인구수 1,129,827 1,142,341 1,153,915 1,166,503 1,178,907

1인당담세액 938 1,077 1,192 1,280 1,199

주) 1인당 담세액= 징수액(광역시세+구․군세) ÷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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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세법령 변화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부가 3. 22. ~ 6. 30.까지 9억원 이하

서민주택 취득자의 주택 취득세 세율을 50% 추가 인하하고, 4. 1. ~ 12. 31.까지 생

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4.1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택 거래세 감면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정부가「8.2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세율

은 1%, 6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11%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세 금액의 10%를 부과해오던 지방소득세를 개인과 소득에 직접 과세하

는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중과세율을 200%에서 300%로 인상,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등록면허세

정액(定額)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령 개정안이 2013년말에 국회를 통

과하였다.

바. 2014년 업무계획
2014년 지방세수입 목표액은 1조 330억원이다. 광역시세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

세가 3,030억원(29.3％), 지방소득세 2,630억원(25.5%), 등록면허세 90억원(0.9%), 담배

소비세 540억원(5.2%), 지방소비세 1,300억원(12.6%), 주민세 30억원(0.3%), 자동차세

1,400억원(13.6%), 지방교육세 1,010억원(9.8%), 기타세목이 300억원(2.9%)이다.

2014년 세정운영 추진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창조경제」지원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으로 정하고 그 추진과제로 첫째, 불합리한 세제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둘째,

세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철저한 세원관리, 셋째, 체납세 일소를 위한 유관기관

광역 협력체계 운영, 넷째,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부담금 통합체납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다섯째,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지방세 과표현실화 적극 추진으로 정하

였다.

특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록면허세율 인상 및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인상 등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운영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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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관리
가. 지방세 체납액 관리
지방세 체납의 효율적인 관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성실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이에 우리시는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역

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2013년도에는 98.5%의 징수율을 달성하였다.

또한, 과년도분 이월체납액 총 394억원의 35%인 138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

하여 다각도의 행정제재와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158억원을 정리하여

목표액 대비 114.4%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2014년도 이월체납액은 395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등록 및 법원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단계별 고강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체납비중이 큰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체납차량 집중 단속은

몰론, 대포차 척결을 위한 시․검찰․경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역시세 체납액 현황
〈 연도별 체납액 〉                                                                       (결산기준, 단위：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67 522 427 394 395

현 년 도 176 182 111 114 141

과 년 도 391 340 316 280 254

〈 연도별 징수율 〉                                                                         (결산기준, 단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92.6 93.6 95.1 96.0 95.7

현 년 도 97.9 97.8 98.8 98.9 98.5

과 년 도 19.9 22.8 25.3 23.2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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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4년 업무계획
체납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징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징세비용

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체납발생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2014년도에도 현년도 징수율 제고 및 과년도 악성체납 일소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 총 395억원의 35%인 138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연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과 지방세 및 세

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특히, 전체 체납발생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3개 취약세목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

하여 집중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전산화”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산화” 관련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신속한 금융재산 채권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동원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시, 구 군 합동징수기동반을 본격 가동하여

고질․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징수하고, 채권 조기 확보를

위해 금융조회 및 부동산 조회 등 각종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및 대포차 단속을 위해 매월 체납차량 시, 구 군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3. 세무지도
가. 세무조사 
울산은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을 근간으로 해서 1만여 개의 다양한 기

업들이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이다. 2013년은 유럽재정위기 확산과 세계경

기악화로 지역 주력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및 선박․플랜트 수출 증가 등

전반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경기는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저가수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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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익성 제한, 환율 변동성 확대와 국제적인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인한 경쟁

심화, 자동차의 내수부진 등의 사유로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체 정기 세무조사를 강

화하고 과세취약분야에 대하여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1) 정기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는 시설투자 등 법인의 규모와 현실 여건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방문조사를 하고 서류만으로도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서면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과 사업장이

2개 이상 구․군에 걸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시에서 조사하고, 그 외 중소기업

에 대하여는 구․군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방세 신고방법과 과세납부 기준 등에 대한 반복적인 정기세무지도

를 통하여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였다.

   2) 기획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 실시로 성실납세 분위기는 조성되어가는 반면 세원이 탈루되

기 쉬운 취약분야는 증가하고 있어 기획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산업용지 공급 확대에 따른 산업단지 취득 등 지방세가 감면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감면조건 이행여부 집중조사 등 과세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구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다.

〈 연도별 정기세무조사 실적〉                                                                         (단위：건,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조사대상수 614 664 529 542 582

실 적 4,983 7,234 3,639 3,320 3,358

〈 세목별 세무조사 실적 〉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취득세 등록세 지  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기 타 국  세
금 액 3,358 1,517 445 188 10 227 812 159

주) 국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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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년 업무계획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기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

고 지방세 비과세․감면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 중과세분야와 신고 취약세목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강화 및 지방세 법칙사건에 대한 조사 등 지방세 4대 취약분

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최근 글

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 면제와 기업체의 지방세 신고를 돕기 위한 지방세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

업경영지원을 위한 세무지도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4. 세외수입
가. 세외수입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

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

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

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자주

재원확충에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

로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수입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예상이 명확치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원으로 재산매각수

입,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

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

라서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한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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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외수입 운영 실적
1)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보

2013년에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도 징수액보다 19억 5,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원금수입, 부담금, 기타수입의 증가로 93억 9,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과년도분 이월체납액 총

236억원의 15%인 35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여 급여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

류, 지방세와 과태료 번호판 통합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43억원을 정리

하여 목표액 대비 123%의 실적을 거두었다

   2) 세외수입 정보화 추진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은 그 수입원이 다양하여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 체계의 통일성과 표준성이 부족하고 자료의 공

유가 어려웠다.

이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련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대장관리, 징

수관리, 수입일계표, 각종 통계자료 등을 각 실․과․소와 세입주관부서가 세입

자료를 공유하게 되었고, 2013년도 12월에는 세외수입「간단e납부」시스템을 구축

하여 한 달간 시범운영 후 2014년부터 정상운영 할 계획이다.

세외수입「간단e납부」운영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

선부담금을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

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되었다.

   3) 2013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액은 일반회계 전체 총 징수액 2조 778억 90백만 원의

14.3%인 2,977억 17백만 원이며, 이 중에 경상적 수입은 세외수입의 15.3%인 456억

96백만 원이고, 임시적 수입은 84.7%인 2,520억 21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 징수

액 2,863억 73백만 원 대비 113억 44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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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과목별 징수규모는 전년회계년도의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기타수입, 전

입금, 사용료수입 등의 순이다.

〈 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백만원)

과     목     별 2013년 예산액 2013년 징수액 구성비율(%)
계 317,988 297,717 100.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소 계 44,232 45,696 15.3

재 산 임 대 수 입 4,721 4,519 1.5

사 용 료 수 입 14,653 16,384 5.5

수 수 료 수 입 7,815 7,163 2.4

사 업 수 입 9,046 9,116 3.0

징 수 교 부 금 수 입 2,884 2,885 1.0

이 자 수 입 5,113 5,629 1.9

임

시

적

세

외

수

입

소 계 273,756 252,021 84.7

재 산 매 각 수 입 17,828 10,224 3.5

순 세 계 잉 여 금 94,876 94,876 31.9

이 월 금 125 116 0.0

전 입 금 54,518 44,606 15.0

예 탁 금 및 예 수 금 12,000 12,000 4.0

융 자 금 원 금 수 입 127 473 0.2

부 담 금 수 입 10,585 7,343 2.5

기 타 수 입 83,597 82,242 27.6

지 난 년 도 수 입 100 14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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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4년 업무계획
2014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983억 4,833만원이다. 경상적 수입이 512억

7,467만원이고 임시적 수입이 470억 7,366만원이다.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철저한 자금관리 및 운영 등으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흐름의 분석에 의한 자금 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균형집행에 따

른 자금 수급에 차질 없이 대비할 것이며,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

수사례 공유를 통한 자체재원 발굴은 물론,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지방세외수입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담당자 징수활동 교육을 강화하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5. 과표심사
가. 지방세 구제제도

   1) 신청대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 부

과에 관한 예고통지 등을 받는 경우 과세 전에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청

구할 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국민이

법원에서 다투기에 앞서 조세심판원에서 신속․간편하게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며,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 감사에 의한 처분이나 기타 모든 행

정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신청방법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은 지방세법에 의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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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는 광역시장에게,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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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구․군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는 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는 구청

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구제민원 처리현황 〉                                                                                   (단위：건)
구  분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2013년 17 41 1 44 0

나. 과표운영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조세객체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이 됨은

물론 공평과세의 실현과 함께 세액산출의 직접적 근거란 측면에서 각종 세법에 규

정된 법정세율 못지 않게 그 비중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세율이라고도 한다.

   1) 주택 시가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

합하여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매년 4월 30일 가격을 결정 공시하며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에는 64,99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였다.

   2)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다.

주택이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

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별 지수와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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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수별 잔가율을 곱한 후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산정되며, 매년 1월 1일 현재

구청장 군수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연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1㎡당)은 2007년 49만원, 2008년 51만원,

2009년 51만원, 2010년 54만원, 2011년 58만원, 2012년 61만원, 2013년 62만원,

2014년 64만원이다.

   3)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차량, 기계장비, 선박․항공기, 그 밖의 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

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

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구청장․군수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 2014년 업무계획
구제업무는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적 불복청구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및 공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위

법․부당하게 침해당하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이며, 과표업무는 지방세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차량 및 기타 물건의 정

확한 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표산정으로 공평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