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원)

세목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증감율(%)

전체 총합계 3,325,506,740 3,502,267,470 176,760,730 5.0

일반공공행정 (010) 합계 1,385,009,170 1,474,797,990 89,788,820 6.0

010 016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

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

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

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

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계 1,264,835,940 1,350,738,610 85,902,670 6.0

주민세 3,050,000 3,100,000 50,000 1.0

재산세 1,258,834,620 1,343,714,350 84,879,730 6.0

자동차세 2,951,320 3,924,260 972,940 32.0

010 016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

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

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74,460 82,990 8,530 11.0

재산세 74,460 82,990 8,530 11.0

010 016 7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 등 주민공

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

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

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②)

소계 39,269,660 38,206,160 -1,063,500 -2.0

재산세 39,269,660 38,206,160 -1,063,500 -2.0

010 016 8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

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

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계 80,828,430 85,769,990 4,941,560 6.0

재산세 80,828,430 85,769,990 4,941,560 6.0

010 016 9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에 대하여 취

득·등록면허·재산세 50% 경감하고 주택사업·토

지개발사업의 부동산의 경우 면제 (지방세특례제

한법 §85의2①) - 지방공단에 대하여 취득·등록

면허·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

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계 680 240 -440 -64.0

재산세 680 240 -440 -64.0

공공질서 및 안전 (020) 합계 38,594,150 88,209,460 49,615,310 128.0

020 025 12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천

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

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

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

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계 38,594,150 88,209,460 49,615,310 128.0

주민세 0 48,100,000 48,100,000 100.0

재산세 0 1,906,210 1,906,210 100.0

자동차세 38,594,150 38,203,250 -390,900 -1.0

교육 (050) 합계 83,332,280 85,068,830 1,736,550 2.0

050 054 14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

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계 37,993,180 38,525,040 531,860 1.0

주민세 200,000 200,000 0 0.0

재산세 37,793,180 38,325,040 531,860 1.0

2020년 지방세(군세)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기준)

분야 부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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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세목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증감율(%)

전체 총합계 3,325,506,740 3,502,267,470 176,760,730 5.0

2020년 지방세(군세)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기준)

분야 부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050 054 1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

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

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

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

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

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

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

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

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

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

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

례제한법 §19)

소계 45,175,640 46,443,790 1,268,150 2.0

주민세 1,750,000 1,750,000 0 0.0

재산세 43,425,640 44,693,790 1,268,150 2.0

050 053 2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특

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계 163,460 100,000 -63,460 -38.0

주민세 100,000 100,000 0 0.0

재산세 63,460 0 -63,460 -100.0

문화및관광 (060) 합계 173,688,790 196,364,780 22,675,990 13.0

060 061 23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

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계 142,936,530 153,916,930 10,980,400 7.0

주민세 9,250,000 9,650,000 400,000 4.0

재산세 133,686,530 144,266,930 10,580,400 7.0

060 061 26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

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ㆍ미술관

ㆍ도서관ㆍ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 (서울 종로구) 인사동ㆍ대학로문화

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

장에 대한 취득ㆍ등록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

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

득세 면제

소계 898,370 858,660 -39,710 -4.0

재산세 898,370 858,660 -39,710 -4.0

060 064 29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

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

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

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

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 (서울 성북)

등록 한옥 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 문화

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

동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소계 29,853,890 41,589,190 11,735,300 39.0

재산세 29,853,890 41,589,190 11,735,300 39.0

환경보호 (070) 합계 180,150 180,570 420 0.0

070 072 30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의 폐기

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47)

소계 139,730 138,250 -1,480 -1.0

재산세 139,730 138,250 -1,480 -1.0

070 076 33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물인증

등급,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세를 경

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 신축하는 주거

용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

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지방세특례제

한법 §47의2②) -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

례제한법 §47의4①)

소계 40,420 42,320 1,9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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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세목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증감율(%)

전체 총합계 3,325,506,740 3,502,267,470 176,760,730 5.0

2020년 지방세(군세)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기준)

분야 부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재산세 40,420 42,320 1,900 4.0

사회복지 (080) 합계 204,495,200 178,022,910 -26,472,290 -12.0

080 081 3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

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 지방세법 7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

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

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계 14,900,000 0 -14,900,000 -100.0

주민세 14,900,000 0 -14,900,000 -100.0

080 082 35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자동차

세를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

차세 면제(조례)

소계 129,603,580 117,526,360 -12,077,220 -9.0

자동차세 129,603,580 117,526,360 -12,077,220 -9.0

080 089 39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

·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

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

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

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

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계 12,841,840 12,194,260 -647,580 -5.0

주민세 1,950,000 2,250,000 300,000 15.0

재산세 10,891,840 9,944,260 -947,580 -8.0

080 084 4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재

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

2①, §22의2②) - (제주)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

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제주)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계 3,681,000 3,739,140 58,140 1.0

재산세 3,681,000 3,739,140 58,140 1.0

080 085 4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

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

례제한법 §20 2호)

소계 4,566,090 4,181,580 -384,510 -8.0

재산세 4,566,090 4,181,580 -384,510 -8.0

080 089 44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1호) - 대한

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50%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2호) -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

①,②)

소계 632,730 634,890 2,160 0.0

재산세 632,730 634,890 2,160 0.0

080 087 4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

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 부동산 취득·등록

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

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

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

한법 §29④) - (서울 종로)현충시설 업무용 부동

산 재산세 50% 경감

소계 34,622,050 34,975,890 353,840 1.0

주민세 50,000 50,000 0 0.0

재산세 218,110 223,890 5,78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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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세목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증감율(%)

전체 총합계 3,325,506,740 3,502,267,470 176,760,730 5.0

2020년 지방세(군세)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기준)

분야 부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자동차세 34,353,940 34,702,000 348,060 1.0

080 088 5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

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

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

·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용 공동주

택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

례제한법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

제한법 §32①)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

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지역

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소계 2,779,320 3,184,750 405,430 14.0

재산세 2,779,320 3,184,750 405,430 14.0

080 088 5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

하여 등록면허세 75%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5

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

된 주택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

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

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지방세특례제한

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

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

원 이하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계 868,590 1,586,040 717,450 82.0

재산세 868,590 1,586,040 717,450 82.0

보건 (090) 합계 9,094,020 9,120,690 26,670 0.0

090 091 55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

는 면허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

세특례제한법 §38③)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소계 9,094,020 9,120,690 26,670 0.0

재산세 9,094,020 9,120,690 26,670 0.0

농림해양수산 (100) 합계 159,082,910 164,443,930 5,361,020 3.0

100 101 58

농업인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

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

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

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

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

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

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

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

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

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

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

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

(경기 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

지 재산세 25% 감면 - (제주)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 재산세 50% 경감 - (제주) 축산업을 영위하

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 (제

주)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경감

소계 5,889,890 6,088,760 198,870 3.0

주민세 3,750 0 -3,750 -100.0

재산세 5,886,140 6,088,760 202,6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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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세목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증감율(%)

전체 총합계 3,325,506,740 3,502,267,470 176,760,730 5.0

2020년 지방세(군세)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기준)

분야 부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100 101 6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

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

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

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

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

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

동산 취득세 3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

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

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

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

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

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계 7,302,310 8,190,850 888,540 12.0

재산세 7,302,310 8,190,850 888,540 12.0

100 101 6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

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

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

·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

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계 25,610,000 26,776,640 1,166,640 4.0

재산세 25,610,000 26,776,640 1,166,640 4.0

100 102 6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비과세 - 산

림보호구역 및 채종림, 시험림등 임야에 대한 재

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계 11,665,910 12,376,580 710,670 6.0

재산세 11,665,910 12,376,580 710,670 6.0

100 103 65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

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

③) -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

(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

106의2① 1호)

소계 28,990 28,550 -440 -1.0

재산세 28,990 28,550 -440 -1.0

100 104 68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

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

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

법 §14③,§14④)

소계 95,939,620 100,347,190 4,407,570 4.0

재산세 95,939,620 100,347,190 4,407,570 4.0

100 104 7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

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

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계 12,646,190 10,635,360 -2,010,830 -15.0

재산세 12,646,190 10,635,360 -2,010,830 -15.0

산업·중소기업 (110) 합계 3,862,470 3,888,870 26,400 0.0

110 111 73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

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

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

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

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

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소계 1,308,360 1,312,420 4,060 0.0

재산세 1,308,360 1,312,420 4,06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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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총합계 3,325,506,740 3,502,267,470 176,760,730 5.0

2020년 지방세(군세)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기준)

분야 부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110 112 77

연구ㆍ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4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②) - 중소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

세 60%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

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7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시험분석

ㆍ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ㆍ7호) - (광

주, 광주북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계 1,617,260 1,632,820 15,560 0.0

재산세 1,617,260 1,632,820 15,560 0.0

110 116 86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

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

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

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

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계 936,850 943,630 6,780 0.0

자동차세 936,850 943,630 6,780 0.0

수송 및 교통 (120) 합계 422,300 432,900 10,600 2.0

120 126 97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

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차 정원 7~10명 이

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

고된 차량에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

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계 422,300 432,900 10,600 2.0

자동차세 422,300 432,900 10,600 2.0

국토 및 지역개발 (140) 합계 4,922,290 3,188,490 -1,733,800 -35.0

140 142 105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경감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

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

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

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

소계 5,230 4,680 -550 -10.0

재산세 5,230 4,680 -550 -10.0

140 142 106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

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 후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재

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

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

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재산세 35% 감면

(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

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

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수도권외 재산세 75%),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

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

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수도권외 75% 경감)(지방세특례

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ㆍ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

공단지 내 휴ㆍ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

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 해운대) 센

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

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

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

전 유성ㆍ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

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

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소계 1,792,110 462,750 -1,329,360 -74.0

재산세 1,792,110 462,750 -1,329,360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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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세목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증감율(%)

전체 총합계 3,325,506,740 3,502,267,470 176,760,730 5.0

2020년 지방세(군세)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기준)

분야 부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140 142 1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

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

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

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

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계 3,124,950 2,721,060 -403,890 -12.0

재산세 3,124,950 2,721,060 -403,890 -12.0

국가 (700) 합계 1,232,819,170 1,266,018,860 33,199,690 2.0

700 701 117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

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비과

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

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

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

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계 1,232,814,490 1,266,013,840 33,199,350 2.0

주민세 1,350,000 1,350,000 0 0.0

재산세 1,224,896,190 1,258,156,180 33,259,990 2.0

자동차세 6,568,300 6,507,660 -60,640 0.0

700 701 119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

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

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

방세법 §109① 2호, §109②, §145②)

소계 4,680 5,020 340 7.0

재산세 4,680 5,020 340 7.0

외국 (800) 합계 580,000 0 -580,000 -100.0

800 801 125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

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

77① 2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주민세 균등

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③ 2호)

소계 580,000 0 -580,000 -100.0

주민세 580,000 0 -580,000 -100.0

기타 (900) 합계 29,423,840 32,529,190 3,105,350 10.0

900 902 128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

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

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

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

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

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②)

소계 7,229,000 8,771,900 1,542,900 21.0

재산세 7,229,000 8,771,900 1,542,900 21.0

900 901 134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

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

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

방세법 §15②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

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

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

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4호)-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

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26② 4호)-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

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

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

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계 14,697,840 16,315,500 1,617,660 11.0

자동차세 14,697,840 16,315,500 1,617,660 11.0

900 902 137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

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ㆍ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계 1,980,010 1,995,550 15,54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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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세목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증감율(%)

전체 총합계 3,325,506,740 3,502,267,470 176,760,730 5.0

2020년 지방세(군세)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기준)

분야 부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주민세 500,000 500,000 0 0.0

재산세 1,480,010 1,495,550 15,540 1.0

900 902 138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

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

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

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

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

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계 263,220 262,820 -400 0.0

재산세 263,220 262,820 -400 0.0

900 902 139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

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

세특례제한법 §88①)

소계 657,860 375,290 -282,570 -42.0

재산세 657,860 375,290 -282,570 -42.0

900 902 14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

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의2)

소계 4,595,910 4,808,130 212,220 4.0

주민세 1,166,700 1,176,600 9,900 0.0

재산세 2,761,410 2,912,120 150,710 5.0

자동차세 667,800 719,410 51,61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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