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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방세 부과 ‧징수실태 감사 결과

'13년 감사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한 중구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특정

감사 결과임.

Ⅰ 감사실시 개요

 대상기관 : 중 구 (세무1과, 세무2과)

 감사기간 : '13. 4. 4. ~ 4. 17 (10일간)
 감 사 반 : 감사3팀장 외 5명

 감사범위 : '08. 4월 ~ '13. 3월 현재 시세 부과․징수 업무
 중점 감사사항
○ 취득세 등 중과세 누락 여부

○ 취득세 등 경감(비과세 감면) 적정 처리 여부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 부과징수 실태

Ⅱ 감사대상 현황

 중구 세무부서 현황
○ 조 직 : 2과 12개팀

세 무 1 과

세입총괄팀 재산세1팀 재산세2팀 법인관리팀 세무관리팀 과표팀

현계/소인 취득세(개인) 취득세(개인) 취득세(법인) 체납징수 개별주택가격

세 무 2 과

세무정리팀 세외수입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세외체납징수팀

체납징수 세외수입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주민세 (구)사업소세 세외수입체납징수

○ 인 력 : 총 73명 (5급 2, 6급 12, 7급 이하 57, 기능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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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시세 부과․징수 현황
○ 연도별(최근 5년간)

(단위: 천건, 백만원)

연도

현년도분 과년도분

부 과 징 수 결 손 미수납 징 수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년 1,147 1,018,176 1,066 1,001,581 25 7,120 56 9,475 53 2,821 113 4,187

2009년 1,148 787,175 1,065 773,475 - 4 83 13,696 48 3,064 113 5,338

2010년 1,151 906,890 1,074 893,504 - 103 77 13,283 46 3,467 123 9,089

2011년 1,185 1,021,087 1,103 1,008,814 - 1,502 82 10,771 45 2,888 147 11,638

2012년 1,233 1,198,399 1,143 1,181,547 - 49 89 16,803 57 3,141 158 10,418

○ 세목별(2012년)

(단위: 천건, 백만원)

세 목

현 년 도 분 과 년 도 분

부 과 징 수 결 손 미수납 징 수 미수납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33 1,198,399 1,143 1,181,547 - 49 89 16,803 57 3,141 158 10,418

취 득 세 23 179,911 20 173,477 - 0 3 6,434 0 135 1 256

주 민 세 106 4,770 89 4,449 - 0 17 321 12 312 40 2,365

재산세(시분) 184 47,439 174 46,302 - 2 9 1,134 5 442 10 1,402

재산세(과세특례분) 183 45,544 174 44,577 - 2 9 964 3 227 5 515

자 동 차 세 97 16,928 87 15,849 - 0 9 1,079 7 926 18 1,856

지방소득세 116 850,936 114 845,036 - 41 2 5,859 1 193 3 1,276

지역자원시설세 117 11,955 111 11,763 - 2 6 189 2 29 4 156

지방교육세등기타 408 40,916 374 40,093 - 1 34 822 28 877 76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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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 사 결 과

1.  감사실적 총괄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백만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인원)

개선 통보
총 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감액 소계 훈계 주의

17 13 2,847 - 2,847 2,847 - 13 5 8 3 1

 재정상 조치
  ○ 유형별 추징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원)

구 분 합 계
세 부 내 역

중과세 비과세․감면 취득세 일반 지방소득세

건 수 17 5 6 3 3

금 액 2,847,709,280 621,704,030 1,887,079,430 118,946,070 219,979,750

  ○ 세목별 추징금액
(단위 : 원)

구 분 합계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 방
교육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종업원분

계 2,847,709,280 1,821,533,190 167,062,150 537,677,770 101,456,420 38,957,210 181,022,540

중 과 세 621,704,030 580,811,050 40,892,980 - - - -

비과세․감면 1,887,079,430 1,138,986,950 116,659,630 531,381,190 100,051,660 - -

취득세 일반 118,946,070 101,735,190 9,509,540 6,296,580 1,404,760 - -

지방소득세 219,979,750 - - - - 38,957,210 181,0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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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문제점 및 조치사항

가. 취득세 중과세 분야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누락

건축물 증축에 따른 연면적 증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데도 이를 간과하여 취득세 중과세 누락 (1건, 545백만원)

※ 관련법령 : 旧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하

‘고급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

하게 된 경우에도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취득세 부과부서장은 취득세 신고납부를 받거나 보통징수 시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징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중구 세무1과에서는 2012.1.17. 주택과로부터 서울 중구 ○○동 소재 ◆◆

◆◆◆ ◎◎동 ◇◇호(전용면적 209.64제곱미터,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소

유자 ☆☆☆이 이 건 주택을 무단증축(증축면적 73.23제곱미터)한 사실을 통

보 받아 이에 대한 취득세 과징업무를 처리하면서

[◆◆◆◆◆ ◎◎동-◇◇호 건축물 현황]

연번 취득일자 취 득 부 동 산 내 역 면적(㎡) 용도

합 계 282.87 주거

1 '08.12.1 ◆◆◆◆◆ ◎◎동-◇◇호 209.64 주거

2 '12.1.17
◆◆◆◆◆ ◎◎동-◇◇호 무단증축
(13층 부분)

46.04 주거

3 '12.1.17
◆◆◆◆◆ ◎◎동-◇◇호무단증축
(옥탑부분 , ◇◇호와 내부계단으로 연결)

27.19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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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이 무단증축으로 당초 209.64제곱미터보다 73.23

제곱미터 증가한 282.87제곱미터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적용

기준면적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토록 하고, 미납 또는 과소납부시 산출세액을 보통징수 하였어야 함에도

- 증축으로 연면적이 증가하여 이 건 주택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 없이 안이하게 무단증축분

만을 대상으로 2012.2.6. ☆☆☆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여

(☆☆☆은 2012.2.16. 무단증축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 취득세 등

1,268,540원을 신고납부)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하지 않아 취득세 등 총 545,424,740원을 추징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조치사항

  ○ 시정요구 :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총 545,424,740원 즉시 추징조치

  ○ 문 책 : 관련자 훈계 (△△△), 주의 (●●●)

  ○ 개선요구 : 증축에 따른 고급주택 해당여부 확인요구 알림메시지 설정

- 세무종합시스템상 증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시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을

합산하여 고급주택 기준면적 초과시 담당자에게 고급주택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알림메시지 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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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본점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누락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후 5년이내에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에도 사후관리 소홀로 취득세 중과세 누락 (4건, 76백만원)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6조 ('11년 이전 : 旧 ｢지방세법｣ 제112조, 제112조의2)

○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서울시내에서 법인이 본점 사업용으로 건축물(그 부속

토지를 포함, 이하 같다)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하도록 하고, 본점 사업용이 아닌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더라도 5년이내에 해당 건축물이 법인 본점의 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한편,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에서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에 2회이상 사후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취득세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의 부동산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세

과징업무 처리시 법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사후에도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법인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과세 하여야 하는데도

○ 중구 세무1과에서는 2013.4월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

▽▽(주) 외 3개 법인이 본점용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건축물 신축후 5년이

내에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함에도 법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중과세를 하지 않아 취득세 등 총 76,279,290원을

추징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는

․ 2012.2.29. 법인 소유인 서울 중구 ○○○동 ◇◇◇외 2필지에 건축

물(지상4층, 지하3층, 연면적 10,783.33㎡)을 신축하고 이에 따라 일반세율

로 취득세 등 311,042,04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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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4.15. 현장확인 결과, 2012.10.20.부터 신축건축물의 2층 일부

(면적 240㎡)를 법인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사후관리 소홀로 취득세 등 총 30,888,090원 추징 누락

② ㈜☆☆☆은

․ 2009.8.28. ♤♤♤으로부터 서울 중구 ♡♡♡동 ◎◎◎ 토지(면적 1,038.1㎡)

및 지상건물(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831.5㎡)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1.12.16. 이 건 토지 지상에 주차장을 증축(면적 91.43㎡)하고 이에

따라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 2013.4.12. 현장확인 결과, ㈜☆☆☆은 이 건 건물을 2010.6.25.부터

지하1층 특수영업부, 1층 영업상무실․영업지원부․유통영업부․고객지원부,

2층 마케팅상무실․마케팅부, 3층 총무부․정보시스템실, 4층 부회장실․

대표이사실, 5층 명예회장실․회장실․감사실․경영전략실, 6층 대회의실

등 사실상 법인 본점(법인등기부상 본점은 충북 ★★시)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 이 건 토지상에 주차장 증축은 법인 본점용 부동산(부대시설) 증축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인데도 법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여

2013.4월 현재까지 취득세 등 총 23,907,810원 중과세 누락

③ ㈜◎◎◎◎◎◎은

․ 2008.12.24. 서울 중구 ▼▼▼동 ○○○ 소재 토지(면적 11.6㎡)를 매입

한 후, 2009.11.27. 이 토지가 속한 ◇◇상가구역 제♧♧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자격으로 같은 번지에 신축된 ◆◆◆◆◆

지상 1층 109호(건물 64.035㎡, 토지 4.2㎡)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 조합원 분양취득은 신축에 해당하고, 2013.4.15. 현장확인 결과, ㈜◎◎

◎◎◎◎은 2010.1.28. 이 건물로 법인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대상인데도 사후관리 소홀로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총 19,739,060원 추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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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은

․ 2011.7.22. 법인 소유의 서울 중구 ◉◉◉동 ◈◈ 토지 및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소유의 같은 동 ▣▣ 토지 지상에 건축물(지상3층, 연면적 1,556.3㎡)을

신축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 2013.4.10. 현장확인 결과, 2011.11.24. 신축건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신축건물의 3층 일부(면적 24.79㎡)를 법인 본점 사무실로 사용

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대상인데도 사후관리 소홀로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취득세 등 총 1,744,330원 추징 누락

조치사항

○ 시정요구 :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4건 총 76,279,290원 즉시 추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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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세 비과세․감면 분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누락

평생교육시설로 취득한 부동산을 웨딩홀, 각종 행사장 등으로 겸용하고 있어 

추징대상임에도 사후관리 소홀로 감면세액 추징 누락 (1건, 1,517백만원)

※ 관련법령 : 旧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7조

○ 旧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08.7.30. 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5년 이상 평생교육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취득세 부과부서의 장은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감면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조건 위반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중구 세무1과에서는

- ◐◐◐◐◐◐(주)가 2008.4.25. 서울 중구 ♥♥동 ♧♧♧외 4필지 지상

에 건물을 신축(지하5층 지상4층, 연면적 12,261.87㎡)하고 지상4층(면적 722.82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지하2층 대강의장․세미나홀, 1층 강의실․사무실, 2층 강의

실, 3층 토론장 및 회의장, 이하 ‘감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서

- 2008.5.27.부터 현재까지 감면부동산을 ◐◐◐◐◐◐(주) 임직원의 역

량개발 및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주)

및 ◐◐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입․경력사원 등 입문교육(◐◐그룹의

사업과 문화 이해), 신임과장․부장 등 과정(리더십교육 등), 해외파견전 과정, 신임

부사장 과정, 마케팅 아카데미, 창의력 과정 등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은 ◐◐◐◐◐◐(주)에서 2013.4.30. 제출한 소명서 및 2013.5.14. 제

출한 감면부동산 사용현황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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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3.4월 감사기간중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2층 그랜드홀(면적

1,793.68㎡)은 각종 행사(창립기념식, 취임식, 신제품설명회, 신입사원 채용설명회 등), 주말

임직원 예식장(토요일 2개팀, 일요일 1개팀)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속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설사 평생교육법 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평생

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2013.5.28.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10417 질의회신 공문) 이 건 감면부동산를 소속 임직원의 교육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감면조건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 총 1,517,047,330원을 추징 누락하였음

조치사항

○ 시정요구 :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총 1,517,047,330원 즉시 추징조치

○ 문 책 : 관련자 훈계 (○○○, ◇◇◇, ∇∇∇), 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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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종교단체 취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 누락

교육 및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대상인데도 사후관리 소홀로 취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누락 (3건, 315백만원)

※ 관련법령 : 旧 ｢지방세법｣ 제107조 ('11년 이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및 제50조)

○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하면 ‘학교를 경영하는 자’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11년 이후 취득세로 통합, 이하 같다)를 비과세('11년 이후 면제, 이하 같다)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취득세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비과세

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서울특별시 시세부과징수규칙 ('11.1.13. 서울특별시규칙 제3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 부과부서의 장에게 사후관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기간 종료 1개월전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 중구 세무1과에서는 2013.4월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학교

법인 ◈◈학원 외 2개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육,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고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현재

까지 해당 용도로 미사용, 사용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 납세자가 비과세 조건을 위반하

였는데도 사후관리 소홀로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비과세된 취득세 등 315,105,690원을 추징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학교법인 ◈◈학원은

․ 충남 ▣▣시 소재 ◐◐대학교를 설립․경영하면서 2008.12.26. 서울 중구

◉◉◉동 ♣♣ 건물(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21.43㎡) 및 토지(면적 548.8㎡)를 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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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6. 1차 증축(지상3층 64.61㎡ 증가, 옥탑 → 지상4층으로 층수 증가) 및

2009.12.23. 2차 증축(엘리베이터 설치 26.2㎡ 증가)으로 취득하여 각각 교육용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서

2010.2월부터 현재까지 이 건물을 1층은 강의실(디자인교육 교사 연수, 토익 특강,

학생실습 등 용도)․교수연구실로, 2층은 ◑◑대학총장협의회 사무실․대학

부설 ▒▒▒▒연구소로, 3․4층은 외빈숙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대학구성원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또한 그 부동산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적법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나(서울고등법원 2009.5.29 선고 2008누27652

판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05<2012.7.19> 참조) 이 건 부동산은 미인가 ‘교사(校舍)’

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사항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2011.1월, 2012.8월 현장확인시 단순히 강의실, 교수연구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 250,647,470원 추징 누락

   ② (재)▤▤▤▤▤▤▤▤재단은

․ 2009.11.30. 서울 중구 ◎◎동 ◇◇◇ 소재 토지(면적 430㎡) 및 건물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5.78㎡)을 매매로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 2013.4.12. 현장확인 결과, 위 건물의 지상1층(면적 150.87㎡)을 2010.

3.25.부터 현재까지 재가노인복지시설(시설명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동)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등 총 50,266,500원 추징 누락

․ 이에 대하여 중구 세무1과에서는 납세자가 취득당시부터 해당부분을 노인

복지시설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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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해 2009.11.10. 개최된 납세자의 이사회 회의록에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천주교 ◎◎동 성당 교육관’으로 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물건의 비과세 여부는 취득시점에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170, '11.7.4), 종교목적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취득 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노인복지시설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음

   ③ (재)▩▩▩▩▩▩▩는

․ 2011.10.17. 서울 중구 ◎◎동 ★★★ 202호 소재 토지(면적 65.64㎡)

및 건물(면적 178.48㎡)을 ☆☆☆(경기도 ○○○시)로부터 증여받아 종교용도

(교회예배당)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 2013.4.5. 현장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존재한 임대차계약

(임차인 ■■■, 기간만료일 '12.6.23)이 기간 만료되는데도 2012.6.7. 새로이

임대차계약(임차인 △△△, '12.6.24~'14.6.24)을 체결하여 의류제조공장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종교용이 아닌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 총 14,191,720원 추징 누락

조치사항

○ 시정요구 :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3건 총 315,105,690원 추징조치

○ 문 책 : ① 관련자(▲▲▲, ▼▼▼) 주의, ② 관련자(♤♤♤, ♡♡♡) 주의

○ 개선요구 : 2건

- 비과세․감면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의 개념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령해석 착오 방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개정 건의)

- 세무종합시스템상 비과세․감면자료별로 유예기간 종료전(1년 또는 3년),

의무사용기간(2년) 종료여부를 담당자에게 안내(팝업)하는 기능을 신설하여

적기 현장조사를 통한 추징누락 및 과세지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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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공장(現 지식산업센터) 감면세액 추징 누락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중인데도 감면세액 추징누락(2건, 54백만원)

※ 관련법령 : 旧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21조 ('10.12.31.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旧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10.12.31. 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취득세 부과부서의 장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감면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조건 위반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중구 세무1과에서는 2013.4월 감사기간중 취득세 등 감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 외 1개 업체가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안된 시점에서 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취득세 등 감면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감면된 취득세 등 54,926,410원을 추징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는

․ 2010.9.3. 서울 중구 ◈◈동 ◐◐ ♤♤♤♤♤♤타워 지상▽층 ▽09호

(면적 51.44㎡)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그 최초 설립자인 ㈜♡♡♡♡♡♡

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세 등 12,420,000원을 감면받았으나

․ 2013.4.11. 현장확인 결과, 2011.10.24. 당해 부동산을 ㈜◇◇◇◇

에게 임대(임대기간 '11.10.24~'12.10.23, 임대료 월500,000원)하여 사용하게 하

고, 임대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 감면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추징대상임에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 총

16,785,670원 추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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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 ★★★)는

․ 2010.6.7. 서울 중구 ◈◈동 ◐◐ ♤♤♤♤♤♤타워 지하♤층 비♤02

호(면적 111.19㎡)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그 최초 설립자인 ㈜♡♡♡♡

♡♡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세 등 30,084,000원을 감면받았으나

․ 2013.4.15. 현장확인 결과, 당해 부동산을 인쇄공장으로 사용하다 2012.6.30.

폐업한 상태에서 2013.2.14. 강제경매로 매각되었으므로 감면조건에 위반

됨에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 38,140,740원 추징 누락

조치사항

○ 시정요구 :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2건 총 54,926,410원 즉시 추징조치

○ 문 책 : ① 관련자(▶▶▶) 주의

○ 개선요구 : 비과세․감면자료중 사후 매각자료에 대한 조회기능 신설
- 세무종합시스템상 비과세․감면자료중 사후 매각된 자료에 대하여는 담당자

에게 추징여부를 조사토록 조회 또는 알림기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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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득세 일반과세 분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세 부족세액 추징 누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법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사항 

간과로 과소납부된 취득세 등 부족세액 추징 누락 (1건, 14백만원)

※ 관련법령 : 旧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 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취득가격이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법인장부

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신고가액으로 하도록 과세표준의 특례가

인정되나, 그 취득이 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고

※ 2008.12.31.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법인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음

○ 한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

○ 이에 취득세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징

업무 처리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 취득세 적정

납부 여부를 검토하여 과소납부시 부족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도

○ 중구 세무1과에서는

- ㈜◎◎◎이 2009.8.28. ◇◇◇으로부터 서울 중구 ◆◆동 ☆☆ 소재 건

물(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 1,831.5㎡) 및 토지(면적 : 1,038.1㎡)를 매매로

취득하여 법인장부상 취득가격(7,683,39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

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 매도인 ‘◇◇◇’은 ㈜◎◎◎의 주주이고, 대표이사 ★★★의 부친임이 주주

명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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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7,875,431,497원으로 신고가액 7,683,391,000원보다 높아 시가표

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보다 낮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 취득세액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정세액보다 적어 과소

납부하였으므로 부족세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법인 취득 부동산 과세표준 개정사항을 간과

하여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총

14,371,160원 추징 누락

조치사항

○ 시정요구 : 과소납부된 취득세 등 부족세액 14,371,160원 즉시 추징조치

- 지방세법 개정시 개정사항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병행

○ 문 책 : 부족세액 추징을 누락한 관련자(♥♥♥,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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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취득세 부과누락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 관련 과세자료 수집 불철저로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31건, 87백만원)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11년 이전 : 旧 ｢지방세법｣ 제111조)

○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2011년 이전

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

○ 이에 취득세 부과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관내 종합체육시설 운영자의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 모집현황 자료 등을 파악하여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서울특별시 시세부과징수규칙 ('11.1.13. 서울특별시규칙 제3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에 대하여는 매년 3월과 9월에 종합체육시설 운영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현황을 파악하여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는 보통징수를 하도록 규정

○ 중구 세무1과에서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징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내 종합체육시설 운영자의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보유현황 파악 등 취득세 과징 업무를 소홀히 하여

- 금번 감사시 중구 관내 종합체육시설 7개소의 2008.4~2013.3월까지 이용

회원 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0.4.20. ◑◑◑◑(▧▧호텔)의 회원

권을 290백만원에 취득한 ♤♤♤(강남구 ♡♡동 거주)이 취득세 9,734,600원

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5개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자 31명이 2013.4월 감사일 현재까

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등 총 87,653,250원

을 과세 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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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시정요구 :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총 87,653,250원 즉시 추징조치

- 향후 동일․유사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액의 회원권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에 특별관리 등 실시 조치 병행

○ 문 책 : 관련자(◐◐◐,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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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무허가 건축물 축조사항 등 과세자료 관리 불철저로 취득세 등 부과 누락 

(20건, 16백만원)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조('11년 이전 : 旧 ｢지방세법｣ 제111조)

○ 건축물(건축허가 유무를 불문함)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2011년 이전

에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에서는 주택 관련 부서로 하여금 취득세

과세자료로 무허가 건축물 축조사항을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취득세 부과부서의 장은 무허가 건축물 축조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가려내어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 중구 세무1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부서(주택과)로부터 2008.4~2013.3월

까지 중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무신고 건축물 포함, 이하 같음) 축조사항 474건을

통보받아 취득세 부과업무를 처리하면서

- 2009.4.29. 주택과로부터 ㈜◉◉◉◉◉◉가 서울 중구 ▽▽동 ▼▼▼

지상에 건물을 무단 증축(면적 507㎡)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신고납부 여부

확인 등 취득세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총

20건의 무허가 건축물 통보사항에 대하여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취

득세 등 총 16,921,660원을 부과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조치사항

○ 시정요구 :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총 16,921,660원 즉시 추징 조치

○ 문 책 : 관련자(☆☆☆,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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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소득세 과세 분야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 누락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대상 파악 미흡으로 과세 누락 (7건, 181백만원)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86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하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하 ‘종업원분’

이라 함)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보통징수 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 신설이나 상시고용

종업원수 변경사항 등을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미신고시에는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종업원분 부과부서의 장은 사업소 신설이나 종업원수 관련자료[예컨대, 

지방소득세(소득분) 특별징수분 납부서 등] 등을 기초로 종업원분 과세대상 사업소를

파악하는 등 종업원분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 중구 세무2과에서는 과징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세자료 수집․확인 등 과세대상
파악 등을 소홀히 하여

- 금번 감사기간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구 관내 50명이상 건강보험 가입

업체 현황’ 자료를 기초로 총 708개 업체에 대하여 종업원분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 중구 ●●●동 ◇◇◇ ◆◆◆빌딩 4층

소재 ♧♧♧♧♧♧㈜가 2013.2월 현재 종업원수 86명으로 종업원분 과세

대상임에도 2월분 지방소득세를 미신고하는 등 2011.1~2013.2월까지 종업원분

총 76,423,5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총 7개 업체가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소득세 총 181,022,540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종업원분 과세를 누락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였음

※ 감사기간 중 ♧♧♧♧♧♧(주)외 4개 업체가 미납세액 105,113,440원 신고납부



- 22 -

조치사항

○ 시정요구 : 과세누락된 종업원분 7건 총 181,022,540원 즉시 추징 조치

- 향후 종업원분 과세자료 수집 등 과세대상 파악을 철저히 하여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고, 종업원분에 대한 시민홍보 실시 조치 병행

○ 문 책 :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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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소득분, 旧주민세 소득할) 과세 누락

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를 소홀히 하여 소득분 과세 누락

(31건, 38백만원)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제91조, 제93조, 제97조

○ 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하는 세액의

10퍼센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10년 이전에는 주민세 소득할, 이하 ‘소득분’이라 한다)

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미신고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보통징수 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세무서장은 소득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통상 월1회)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이에 의하여 소득분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 중구 세무2과에서는 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분 과세자료에 의하여 소득분

과징업무를 처리하면서

- 2008.8월 중부세무서에서 통보된 신고분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과세자료 중

◈◈◈의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분 74,959,183원에 대하여

소득분 신고 납부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7,495,910원을 부과 누락하는 등

2008~2010년까지 통보된 소득세 및 법인세분 과세자료 116,553건

중 소득분 신고납부 여부 확인 등 소홀로 총 31건에 대하여 소득분 총

38,957,210원을 과세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조치사항

○ 시정요구 :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31건 총 38,957,210원 즉시 추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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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개선 사항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관리방법 개선

□ 현 실 태

○ 고급주택 취득시 일반세율의 5배로 취득세 중과

- 단독주택 건물 331㎡ 초과, 부속토지 662㎡ 초과, 공동주택 245㎡ 초과

※가액기준별도충족필요: 시가표준액6억원초과등

  ○ 세무종합시스템상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신고시 중과대상 여부 확인 안내

※고급주택중과세현황('11년, 시전체) : 64건10,316백만원

□ 문 제 점

  ○ 부동산 취득 후 5년이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어

 - 증축 등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을 합산하여 고급

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 부동산 취득 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관행적으로 증축면적

만을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중과 누락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세무종합시스템상 부동산 취득 후 증축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에도 고급

주택 중과대상 여부 확인 안내 기능 추가

 - 증축면적 입력시 기존면적과 합산하여 고급주택 중과대상 확인 메시지 팝업창 설정

□ 기대효과

  ○ 부동산 취득후 증축 등으로 인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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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방법 보완

□ 현 실 태

○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감면 목적외 사용, 매각 또

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에 따라 비과세․감면된 세액을 추징
  ○ 이에 세무종합시스템상 비과세․감면 자료(사후관리기간 및 추징여부 조회 등)를

입력․관리하여 2~5년간 현장확인 등을 통해 감면조건 위반여부 조사 실시

※ 시세징수액 및 비과세․감면액

구 분
자치구 총 시세징수액　 비과세․감면세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1년 45,369천건 11조 6,991억원 371천건 2조 1,353억원

□ 문 제 점

○ 세무종합시스템상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을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

도록 되어 있어 사후관리기간 관리 부실화 우려

  ○ 비과세․감면 관련 관리대상 자료 누적 등으로 유예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 종

료전 적기 현장조사 미흡

- 세무종합시스템상 비과세․감면 자료 조회만 가능할 뿐 유예기간 또는 의무사

용기간 종료전 현장확인 안내(팝업) 기능 부재

 ○ 세무종합시스템상 비과세․감면 부동산 중 사후 매각된 자료에 대한 조회기능
부재로 추징사유 발생 부동산에 대한 추징 누락 소지

□ 개선방안

○ 세무종합시스템상 비과세․감면 유형별로 유예기간,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 유예기간․의무사용기간을 담당자 입력방식에서 유형별로 자동 입력 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후 관리기간 관리 내실화 

  ○ 사후관리기간 미경과 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 안내 및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 알림기능을 신설하여 적기 관리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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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종합시스템상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매각 등 조건위반 관련자료 조회

기능을 신설하여 과세 누락 방지

[예시]

비과세․감면 내역
매각일 추징여부

납세자 부동산소재지 취득일

※ 추징, 감면적정

※ 매각일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자료에 의거 자동 입력, 조사결과는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입력

□ 기대효과

  ○ 사후관리기간 등 관리 내실화로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감면조건 위반 납세자에 대한 감면세액 등 추징 확행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 확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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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한 세법규정 개정을 통한 과세누락 방지

□ 현 실 태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비영리사업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하되, 감면 목적 달성을 위해 감면조건을 부여하고

납세자가 감면조건 위반시 비과세․감면세액 추징
일반적 추징 요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

□ 문 제 점

  ○ 일반적 추징요건인 해당 용도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추징 여부에 대한 법령적용상 혼선 초래

- 납세자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직접 사용’에 대한 오인으로 신고납부 미이행 사례 발생

- 과세관청도 ‘직접 사용’ 범위에 대한 법령적용 착오로 추징누락 사례 발생

▸자매대학 외빈숙소 등은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추징
대상인데도 교육용으로 보아 추징누락

  ○ 비과세․감면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 에 대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으로

이의신청, 소송 등의 제기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 개선내용

  ○ 비과세․감면 부동산 취득세 등 추징요건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개정 : ‘직접 사용’ 개념 정의 신설

▸(예시) : ‘직접 사용’이라 함은 비과세․감면된 부동산을 취득자가 당해 목적 사업에

전용 사용(인허가 필요시 적법한 인허가 구비)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직접 사용에서 제외한다.

□ 기대효과

  ○ 추징요건 명확화로 비과세․감면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성실납세 유도 및 과세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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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결과 조치

□ 감사결과,

  ○ 적출된 사항은 중구에 통보하여 시정(추징) 조치하고, 관련직원은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토록 요구

  ○ 제도개선 사항은 시(재무국)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

□ 행․재정상 조치 : 17건, 2,847백만원 추징
(단위 : 건, 원)

구분 합계
세 부 내 역

중과세 비과세․감면 취득세 일반 지방소득세

건수 17 5 6 3 3

금액 2,847,709,280 621,704,030 1,887,079,430 118,946,070 219,979,750

□ 신분상 조치 : 13명

  ○ 훈 계 (5명) : ◉◉◉ 과장(퇴직), ▣▣▣ 팀장, ◐◐◐, ♡♡♡, ♣♣♣

  ○ 주 의 (8명) : ◈◈◈ 과장(퇴직), ♧♧♧ 팀장, ◆◆◆ 팀장, ◎◎◎ 팀장, 

                   ○○○ 팀장, ☆☆☆, ★★★, ▽▽▽

□ 제도개선 : 3건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관리방법 개선

  ○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방법 개선
  ○ 불명확한 규정 개정을 통한 비과세․감면 추징세액 누락 방지

□ 통 보 : 1건 (세무부서장 보직관리 개선) 

  ○ 세원관리 등 지방세 과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퇴직직전 부서장 배치, 

잦은 보직변경 등 세무부서장 보직관리상 문제점 개선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