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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1949년 단일법으로 제정된 지방세는 일부 관련 종사자를 제외하면 그 법체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최근까지 공과금 중 하나로 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물론 세무전문가들조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침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일법체계로 60년간 존속했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였고, 지방세법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었던 

지방세 감면 조항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두 이관·통합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심사·심판청구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셋째, 과거 기한 제한 없이 운영되던 비과세·감면은 일몰방식으로 바뀌어 일몰 시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와 감면율 축소 여부를 매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2017년 지방세 징수액은 80조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84조 원으로 4조 원(5%)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조세(2018년 국세와 지방세 총 377조)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22%

로서 동 추세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방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팀(16명)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지방세 파트너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전문팀 파트장 

 조영재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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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문팀 업무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기한 내에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 20%의 무신고, 10%의 과소신고,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2018.12.31. 이전의 경우 0.03% 적용)

• 2016년 법 개정으로 무신고시 추징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지방세 전문팀은 적정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한 감면 대상 여부 검토

• 대도시 내 본·지점 중과세 해당 여부 검토 등

주요 고객

L그룹사(전자, 전기, 화학 등), A사(화장품 제조업), S사(호텔업), S사(제조업), E사(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N사(재단), H사(건물개발 및 공급업), B사(건설업), 부동산을 건축한 법인,  

◯◯자산운용, ◯◯에셋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 20%~8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누락된 세액을 추징

• 탈루에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조세범 고발 조치

지방세 전문팀은 서면·현장조사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대변함

• 지방세 전문 회계사, 변호사 등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

주요 고객

◯◯제강, ◯◯케미칼, ◯◯잉크, ◯◯엔터테인먼트, PC사, ◯◯코리아, ◯◯전자, ST사,  

◯◯가스, ◯◯건설, ◯◯테크놀로지, ◯◯대학교, ◯◯시멘트, H사(백화점 및 임대업),  

S사(임대업) 등 

취득세 신고 업무(감면신청포함)

지방세 세무조사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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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과세전적

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지방세 불복절차에도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함

지방세 전문팀은 합리적인 논리와 법리,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방세 불복 업무를 

수행해온 결과, 수많은 고객들의 어려운 지방세  사건을 수임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전문가적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

◯◯신탁, ◯◯골프장, ◯◯건설, ◯◯중공업, ◯◯화학, ◯◯제련, ◯◯산업, ◯◯텔레콤, JW사,  

◯◯파트너스, ◯◯시티, ◯◯리조트, 학교법인◯◯, ◯◯공사, ◯◯디스플레이, ◯◯개발, SI사,  

◯◯연구원, ◯◯케이프, ◯◯포스트 등 

지방세 불복 업무

최근 과세 동향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에 맞는 지방세 자문 서비스를 제공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지방세 질의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분석

과다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과거 납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내역을 색출

• 지방세 전문팀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서비스를 제공

주요 고객

DB사, ◯◯신탁, ◯◯테크, ◯◯재단, ◯◯가스, ◯◯건설, ◯◯전자, ◯◯시행사, ◯◯공단,  

◯◯공사, ◯◯학교, ◯◯엔터테인먼트, ◯◯화학, ◯◯쇼핑, ◯◯개발, ◯◯자산운용,  

기타 부동산 및 지점 보유 법인, 과점주주(개인 포함) 등 

지방세 세무진단 및 잠재환급 업무



지방세 전문팀은 관계 기관 및 과세권자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유권해석 및 제도 개선 건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유권해석 업무

• 지방세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가 해당조문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도 개선 건의 업무

• 현행 법령상 입법 미비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불합리하게 중과세를 적용받거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여 법령의 신설·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주요 고객

다수의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관광, ◯◯건설, ◯◯리조트, ◯◯골프앤리조트, ◯◯개발, 

OO클럽, ◯◯레저, ◯◯관광개발, ◯◯센타 등), ◯◯신탁, ◯◯공사, ◯◯PFV, ◯◯기업도시, 

◯◯재단, C사, L사, H사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 건의 업무

지방세 전문팀     3



지방세 전문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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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Partner 양인병 Partner

T : 02-709-0932  
M : 010-9255-9319  
E : young-jae.cho@pwc.com

삼일회계법인 지방세 파트장

공인회계사회 지방세심의위원

T : 02-3781-3265 
M : 010-8011-2931
E : in-byoung.yang@pwc.com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근무

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박영모 고문 김외석 자문위원

T : 02-709-6493 
M : 010-8770-1985  
E : ymopark@samil.com 

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도세팀장

전)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조사관

현) 서울시 강남구, 충청북도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T : 02-3781-9008 
M : 010-3266-4432 

전) 행정안전부 지방세심사 과장

전) 조세심판원 과장

한상우 자문위원 김현주 변호사

T : 02-3781-9905
M : 010-3503-9699
E : sw@bizintelli.me 

전)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경제법제국장 

현) 비즈인텔리(공공 부문 정보플랫폼 서비스) 대표

T : 02-709-8259
M : 010-9046-0005
E : hyunju1.kim@pwc.com 

전)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

전) 서울특별시청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김진우 회계사 

jin-woo_2.kim@pwc.com

윤예원 세무사 

ye-won.yoon@pwc.com 

노경환 회계사 

kyung-hwan.noh@pwc.com

박희현 회계사 

hi-hyun.park@pwc.com

김황규 회계사 

hwanggyu.kim@pwc.com

김현지 회계사 

hyunji1.kim@pwc.com

김수정 회계사 

su-jeong.kim@pwc.com

조종환 회계사 

jonghwan.cho@pwc.com

장소영 회계사 

soyoung.jang@pwc.com

김동현 회계사 

donghyun9.kim@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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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문팀 조직도

김진우 회계사 윤예원 세무사 노경환 회계사 공통

박희현 회계사

김황규 회계사

김현지 회계사

김수정 회계사 조종환 회계사

장소영 회계사

김동현 회계사

조영재 파트너

지방세팀 파트장

박영모 고문

양인병 파트너

김외석 자문위원

한상우 자문위원

김현주 변호사

업무 총괄책임 자문그룹

취득세 신고 분야

• 취득세신고업무

• 취득세 시뮬레이션 

(사전검토업무)

• 감면신청

• 취득세신고 관련 

자문

지방세 환급 및 
조세 불복 분야

• 과오납환급

• 지방세불복 

-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 조세심판청구 

- 감사원심사청구

지방세 컨설팅 및 
제도 개선 분야

• 지방세 진단 및 

절세방안연구

• 쟁점사안 검토

• 유권해석질의

• 지방세 법령 등 

제도개선

세무조사 지원 
분야

•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조사전 사전 

검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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