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출보고서
지방세 비과세
비과세
구

년도 실적기준

감면 현황 개요

감면 총괄표
분

단위 원

년 결산
1,557,746,888,880

비과세 감면액

240,313,010,810

비과세

1,317,433,878,070

감면
지방세 징수액

7,915,827,751,580

비과세 감면율

16.44

기능별 비과세
분 야

감면 현황

단위 원
년 결산

비중

1,557,746,888,880

100

96,911,005,260

6.22

243,648,750

0.02

교육

24,088,815,560

1.55

문화 및 관광

29,784,398,780

1.91

환경보호

1,831,920,400

0.12

사회복지

207,782,574,100

13.34

6,375,139,150

0.41

57,764,828,320

3.71

432,079,683,700

27.74

93,829,674,120

6.02

415,857,303,150

26.70

397,180

0.00

국가

62,470,206,720

4.01

외국

347,130

0.00

기타

128,726,946,560

8.25

총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
단위 원

분 야

년 결산

총 계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비중

1,557,746,888,880

100

1,529,489,098,470

98.18

1500,909,221,750

96.35

28,579,876,720

1.83

28,257,790,410

1.82

28,257,790,410

1.82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형

‘13년(결산)

‘14년(결산)

증감액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133,407,660,770

184,054,103,580

50,646,442,810

택지개발용 토지 등 감면

108,825,431,930

154,227,444,140

45,402,012,210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22,927,198,690

58,287,684,320

35,360,485,63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7,882,129,940

37,939,846,490

30,057,716,55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74,781,998,040

103,372,737,280

28,590,739,24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4,732,905,570

37,348,180,580

22,615,275,010

매매용 자동차 등 과세특례

148,560,013,860

165,981,861,220

17,421,847,360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30,405,726,260

46,874,200,470

16,468,474,21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70,760,957,660

20,582,791,000

-50,178,166,660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위한 감면

342,552,382,520

2,336,894,140

-340,215,488,380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906,361,506,220

36,836,036,820

-869,525,469,400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일반공공행정

세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목
년 결산

합

계

96,911,005,260

소

계

46,874,200,470

취 득세

38,779,003,590

등록면허세

190,936,460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취득 등록면허 주민세 재산 자동차 지방소득 지역자원
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호
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
법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소

계

28,850,045,610

취 득세

28,850,045,610

소

계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년 이상 공용 공공용
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7,904,260,420

소

계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호

소

계

82,466,830

82,466,830

21,300

21,300

352,530

정당에 대한 비과세
정당에 대해 취득 등록면허 주민 재산 지역자원시설
지역자원시설세
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352,53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세
소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 등록면허 주민세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
세법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목
년 결산
계

519,908,090

취 득세

407,410,570

등록면허세

783,000

지역자원시설세
소

111,714,520

계

1,219,430

취 득세

931,40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 지방세법
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재산 지역
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지방
지역자원시설세
세특례제한법

소

288,030

계

20,582,791,000

취 득세

20,285,402,470

등록면허세

297,388,53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 재산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공공질서 및 안전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민영교도소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243,648,750

소

계

144,151,620

취 득 세

144,151,620

소

계

2,377,320

취 득 세

2,377,32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천재 지변 소실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
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 레저 주민세 재산 자동차
지방소득 담배소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소

계

97,119,730

취 득 세

94,588,060

등록면허세

150,000

지역자원시설세

재해구조 및 재해구호를 위한 과세특례
비상재해구조용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소

2,381,670

계

80

지역자원시설세

80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교

육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 등록면허 주민세 재산 지
방소득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호
호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24,088,815,560

소

계

4,043,568,360

취 득세

1,436,566,020

등록면허세

1,788,500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소

계

교육자치단체가 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 주민세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2,605,213,840
24,816,390

24,816,390

계

17,819,480,660

취 득세

13,753,744,76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
주민세 재산 지역자원시설세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등록면허세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
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
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 지역자원시설세
례제한법

소

계

11,040,000

4,054,695,900

92,44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지역자원시설세
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
주민세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계

802,977,790

취 득세

712,735,720

등록면허세

405,000

지역자원시설세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2,440

소

89,837,070

계

1,397,879,920

취 득세

1,211,179,360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
득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자원시설세

186,700,560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문화 및 관광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29,784,398,780

소

계

28,604,300,84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종교 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
주민세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취득 세

24,692,991,240

등록면허세

4,250,000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 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 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소

계

종교 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특례제한법

324,920

324,920

계

411,748,230

도서관에 관한 등기 등록 취득 등록면허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 세

347,935,250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 지역자원시
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록면허세

80,40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소

3,907,059,600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용 부동산 취득 재산 지역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

63,732,580

계

306,792,120

취득 세

306,792,120

소

계

461,215,110

취득 세

461,215,110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호텔업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보양온천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
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취득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560

17,560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환경보호
환경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1,831,920,400

소

계

31,933,710

취득 세

31,933,710

소

계

1,799,986,690

취득 세

1,799,986,690

녹색건축물인증 등급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건축물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무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사회복지
장애인에 대한 감면

세
합
소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목
년 결산
207,782,574,100
계
계

18,200,851,050

취 득 세

18,200,851,050

장애등급
급 시각장애
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각장애 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자
동차세 면제 조례

소

계

34,485,850

취 득 세

33,872,99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지역자원시설세

612,86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소

계

138,251,060

취 득 세

138,251,060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및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면
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
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 주민세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계

1,096,180,260

취 득 세

809,112,990

등록면허세

6,036,350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사회복지법인 시설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 주민세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
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소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 지역자원시설

100,400

100,400

계

24,864,721,360

취 득 세

24,034,322,660

지역자원시설세
소

830,398,700

계

7,252,036,140

취 득 세

7,244,508,480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81,030,920

소

7,527,660

계

15,339,080

취 득 세

7,447,36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휴면예금 관리재단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소

7,891,720

계

119,295,840

취 득 세

119,295,840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 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군인 경찰 지방행정 교직원공제회가 회원용 소형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계

4,792,030,270

취 득 세

4,708,829,700

등록면허세

83,200,57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계

4,874,210,720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
등록면허 주민세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
례제한법

취 득 세

4,830,577,9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록면허세

36,748,96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취득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소

6,883,840

계

36,836,036,820

취 득 세

36,836,036,820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이하 취득가액 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가구
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소

계

103,372,737,280

취 득 세

99,811,600,93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환
매기간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
법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년이상임대 취득
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의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
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
용할 경우 재산세 지방세법 제 조에 따른 부과 지역자원시설세
액을 포함한다 와
지방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의

3,561,136,350

계

3,774,483,210

등록면허세

3,774,483,210

소

계

2,411,814,760

취 득 세

2,411,814,760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보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비과세 지방
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6,375,139,150

소

계

853,721,380

취득 세

853,721,380

지방의료원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록면
허 재산 지역자원시설 주민 지방소득세 면제 조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5,213,779,340

취득 세

5,213,707,340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 등록면허 종료 재산세 주민
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등록면허세

소

72,000

계

303,838,430

취득 세

303,838,43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
제한법

소

계

3,800,000

취득 세

3,800,000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농림해양수산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농업인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감면 도로 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
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57,764,828,320

소

계

20,541,830,360

취 득 세

20,508,088,860

등록면허세

33,741,500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
세특례제한법
호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시설물
취득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영농규모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제 자 공급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소

계

7,945,806,930

취 득 세

7,402,747,310

등록면허세

543,059,620

소

계

15,590,838,670

취 득 세

9,579,144,940

등록면허세

6,011,693,73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 유통 가공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설
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임업인에 대한 감면
임업인이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 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만 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감면 지
방세특례제한법

소

계

8,704,400

취 득 세

8,704,4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소

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지역자원시설세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 재산 지역자원시
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영어조합법인의 영어 유통 가공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
세특례제한법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24,720

계

54,014,870

취 득 세

17,617,470

등록면허세

35,979,500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
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자원시설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24,720

소

417,900

계

46,456,200

취 득 세

46,456,200

소

계

8,527,466,130

등록면허세

8,527,466,130

소

계

4,444,333,080

취 득 세

4,443,882,880

등록면허세

450,200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감면 신용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
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
한법
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소

계

335,017,670

취 득 세

335,017,670

소

계

270,335,290

취 득 세

270,335,290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지
방세특례제한법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년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 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산업 중소기업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432,079,683,700

소

계

542,700

등록면허세

542,700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
방세특례제한법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신용보증
업무용 부동산 등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
록면허세 면제 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년
간 재산세
감면 조특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 등록면허 재산
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
세특례제한법
호

소

계

25,708,329,010

취 득세

25,534,907,900

등록면허세

173,421,11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소

계

58,247,850

취 득세

58,247,850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생산용 부동산 등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유통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
법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 감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소

계

1,693,820,350

취 득세

1,693,820,350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
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협동화사업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년간
감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 재산세 면제 지
방세특례제한법

소

계

35,769,729,090

취 득세

35,769,729,090

계

404,798,860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교육용 등 부동산 및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학습지원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취 득세

264,533,980

행자 지경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법인합
병에 대한 법인등기 및 양수재산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
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록면허세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소

소

140,264,880

계

13,984,029,930

취 득세

13,984,029,930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재산 취득 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지방
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
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 등록면허
세 면제 년간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년간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년간
년간
감면 조특법
의

법인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공장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년간
년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소

계

37,939,846,490

취 득세

37,939,846,490

소

계

3,161,020,050

취 득세

3,101,836,350

등록면허세

59,183,700

소

계

6,354,270,190

취 득세

6,354,270,190

소

계

85,500

등록면허세

85,500

광업권의 설정 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
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
하여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광산근로자용 사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조례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기
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 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소

계

165,981,861,220

취 득세

165,981,861,220

소

계

12,083,160,140

취 득세

4,349,651,110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
융기관간의 합병에 대한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조
특법

연번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등록면허세

감면 조특법

소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7,733,509,030

계

70,652,258,000

취 득세

70,652,258,000

소

계

58,287,684,320

취 득세

58,287,684,32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조특법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산립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
보험으로 분리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
한법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조특법
④
⑤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등록면허세
감면 조
특법
투자회사 등의 설립등기 및 설립후 년이내 자본 출자
증자 등기시 등록면허세 대도시 중과 배제 조특법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수송 및 교통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세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목
년 결산

합

계

93,829,674,120

소

계

2,430,545,600

취득 세

2,430,545,600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 주민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등에 대하여 취득 주민 재산세
제한법

세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목
년 결산

감면 지방세특례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한여 취득 등록면허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경형 승용 승합 화물차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계

33,782,509,320

취득 세

33,782,509,320

소

계

13,705,273,480

취득 세

13,705,273,480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
만원 한도
및 공제
만원초과 시
만원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
만원 한도 및 공제
만원초과 시
만원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계

65,515,770

취득 세

65,515,770

감면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
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계

6,497,649,370

취득 세

6,448,764,420

등록면허세

48,884,950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
하는 버스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소

계

37,348,180,580

취득 세

37,348,180,580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국토 및 지역개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 수용 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
특례제한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415,857,303,150

소

계

20,571,422,890

취득 세

20,571,422,890

소

계

2,461,433,180

취득 세

2,461,433,180

소

계

4,084,314,570

취득 세

4,084,314,570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
한법
주택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
세 및
이하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
자에 대하여 체비지 보류지 취득세 비과세 및 대지조성
용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
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이하
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계

154,227,444,140

취득 세

154,227,444,14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 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
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 지
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소

계

370,294,320

취득 세

370,294,320

소

계

184,054,103,580

취득 세

184,054,103,580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 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년간 면제 수도권은 재산세
감면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년간
면제 수도권은 재산세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 조성 후 분양 임대할 목적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재산세 면제 수도권은 재
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 내 개축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 조례
농공단지 내 휴 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조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년간 면제 년간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
부터 년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소

계

59,940,300

취득 세

59,859,900

등록면허세

80,400

소

계

46,320,046,810

취득 세

46,320,046,81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하
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
제한법

연번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대한 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계

780,598,510

취득 세

780,598,510

소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감면

계

2,927,704,850

취득 세

2,927,704,85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
거용 부동산을 환매기간 내 재매입시 취득세 및 재산
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
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 매입시 취
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하수급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
유로 하수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전등기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조례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시 취득세
면 조례

감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과학기술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과학관에 대한 취득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
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397,180

소

계

397,180

지역자원시설세

397,180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국

가

국가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대한 취득 등록면허 주민 재산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비과세 지방세법
호
호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62,470,206,720

소

계

35,603,379,220

취득 세

31,241,625,060

등록면허세

261,984,550

지역자원시설세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국가가 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한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조특법
호
호

소

4,099,769,610

계

26,776,221,890

취득 세

26,776,221,890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소

90,565,110

90,565,110

계

40,500

취득 세

40,500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외

국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 등록면허 주민
재산 지역자원시설 지방소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347,130

소

계

347,130

지역자원시설세

347,130

기타
연
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기

타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년을 초
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 재산 지역자
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호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합

계

128,726,946,560

소

계

352,669,400

취득 세

24,314,560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
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 지역자원시설세
산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소

328,354,840

계

39,654,352,850

취득 세

39,654,352,850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대한 대도시 중과배제 지방세법
호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가구 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
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소

계

2,113,839,330

취득 세

2,113,839,330

소

계

20,409,855,200

취득 세

20,409,855,200

소

계

60,931,573,290

취득 세

60,806,260,790

등록면허세

125,312,500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
로 인한 등기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
세법
호
정부가 할 이상 출자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
인이 당해 법의 개정
폐지로 인하여 조직변경됨에
따른 취득 등록면허세 면제 조특법
호
호

연
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년 결산
소

계

4,083,139,600

취득 세

3,668,936,610

등록면허세

414,202,990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
세법
호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 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
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호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
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호
매년 월 일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호
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
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호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 주민 재산 지역자원시설
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소

계

지역자원시설세

소

287,780

287,780

계

25,102,430

취득 세

17,050,870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 재산
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지역자원시설세

8,051,560

소

계

1,122,078,850

취득 세

1,061,274,550

등록면허세

60,804,300

소

계

32,185,490

취득 세

32,185,490

소

계

1,862,340

등록면허세

1,846,45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
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면제 주민
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호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
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호
호
새마을금고간 또는 신협간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
양수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
한법
호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재산
세면제 주민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재산
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재산
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지역자원시설세

15,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