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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안내표

월 별 납부할 지방세 및 납기(  표기만 일반납세자 해당)

1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정기분 1. 31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 31까지)(일시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연세액의 10% 공제)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3. 31까지)

   (*분할납부: 연세액의 1/4,  *일시납부: 연세액의 7.5% 공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12월말 결산법인: 4. 30까지) : 개인 해당 없음

5월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5. 31까지) : 주로 개인사업소득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6. 30까지)(일시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연세액의 5% 공제)

7월
•주택(1/2),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7. 31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7. 31까지)

8월 •균등분 주민세 납부(8. 31까지) : 개인 세대주가 납세의무자

9월

•주택(나머지 1/2), 토지분 재산세 납부(9. 30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9. 30까지)

   (*분할납부: 연세액의 1/4,  *일시납부: 연세액의 2.5% 공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12. 31까지)

매월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말일까지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분기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본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한, 독촉기한까지 계속 미납부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세목별 납부안내

세  목 부 과 월 납  기 내  용

자동차세
6월 6.16 ~ 30 제1기분

12월 12.16 ~ 31 제2기분

재산세
7월 7.16 ~ 31 주택(1/2), 건축물

9월 9.16 ~ 30 토지, 주택(1/2)

주민세 균등분 8월 8.16 ~ 31 세대주 및 사업자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표

세목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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다문화가정지방세내지 중국어_한국어_2(out).indd   1 2015. 12. 28.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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财产税  

  什么是财产税？

财产税是7月和9月,向以每年6月1日为基准当时土地、住宅(公寓∙单独住宅

等)、建筑物等的所有者征收的地方税。

  财产税的缴纳方法及未缴纳时的不利因素？

	缴纳方法

每年7月和9月收到市∙郡∙区发送的财产税通知单,通过银行、邮局及网上缴纳。

	缴纳期限

- 住宅:1年分为2次(每年7月和9月)征收
           7.16 ~ 7.31.(1/2)，9.16 ~ 9.30.(1/2)

- 土地:9.16 ~ 9.30
- 建筑物、船舶、飞机:7.16 ~ 7.31 

	未缴纳时的不利因素

-  在缴纳期限内没有缴纳财产税时,将额外征收3%的滞纳金(最多征收 

  75%)。
- 继续不缴纳时,可能会被扣押财产及拍卖等。

与汽车有关的地方税

汽车税相关的税金及渎职罚款

分		类 征收内容

购置阶段 缴纳购置税
保有∙行驶阶段 缴纳汽车税 
撤销阶段 征收注册许可税
停车∙暂时停车违规时 缴纳渎职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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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什么是汽车撤销注册(废车阶段)？

如果不再驾驶汽车并进行废弃时,应进行撤销注册。 
- 撤销注册期限:自报废车辆日起1个月内
-   未申报废车时的渎职罚款:废车后经过1个月时,10天之内罚款5万韩元, 
 超过10天时,每超过1天收取1万韩元,最多收取50万韩元的渎职罚款。

	撤销废车时所需的准备材料

①汽车撤销注册申请书(注册部门准备)

②汽车执照 
③如为事业用车辆，则准备减车登记修理公文
④废车业主发行的废车交接证明书 
⑤确认使用根据地的材料
⑥代理人申请时： 代理人身份证、车主印鉴证明书及盖有印鉴印章的委

任书

  非法停车∙暂时停车时，会受到罚款处分。

	违规停车∙暂时停车时的渎职罚款

(单位：韩元)

违反场所 车	种 渎职罚款 自行缴纳时
(减轻20%)

滞纳金
(超过60天为5%)

备	注

普通地区
轿车 40,000 32,000 42,000 继续未缴纳时,

每月产生1.2%,
共60个月中的

滞纳金

面包车等 50,000 40,000 52,500

儿童保护区域
轿车 80,000 64,000 84,000

面包车等 90,000 72,000 94,500

※ 参考：根据公路车线,禁止停车∙暂时停车的区域
	白色实线：可以停车∙暂时停车的区域
	黄色点线：可以暂时停放5分钟以内,禁止停车区域
	黄色实线：根据时间段和星期,可以停车∙暂时停车的不同区域
	双黄色实线：禁止停车∙暂时停车的区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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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区资源设施税

用于地下资源的保护及开发,地区特殊的灾难预防等安全管理事业及环境
保护,地区均衡开发事业所需的财源确保和消防设施,污染物处理设施、修理
设施及公共设施所需费用的征税。

  地方教育税

为了确保地方教育财政扩充所需的财源,提高地方教育质量而征收的地方
税,主要附加在汽车税、财产税等中征收的地方税。

 

参   考

  购置税税率

分类 税率

房地产

继承
农田 23/1,000
农田以外 28/1,000

继承之外的无偿获取 35/1,000(非盈利发展商 28/1,000)

原始取得 28/1,000

其他原因
的取得

农田 30/1,000
农田以外 40/1,000

住宅有偿
继承取得

6亿韩元以下 10/1,000
6亿韩元以上,9亿韩元以下 20/1,000
9亿韩元以上 30/1,000

车辆

(甲) 非营业用轿车 70/1,000(轻型车 40/1,000)

(乙) 
其他汽车

非营业用 50/1,000(轻型车 40/1,000)

营业用 40/1,000
摩托车 20/1,000(超过125cc 50/1,000)

(甲),(乙)之外的车辆 20/1,000
机械
设备

登记对象 30/1,000
未登记对象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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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财产税税率

	住宅∙建筑物

税率 建筑物

征税标准 税率 分类 税率

6千万韩元以下 1/1,000 普通建筑物 2.5/1,000

6千万韩元以上,
1亿5千万韩元以下

6万韩元+超出6千万韩元
金额的1.5/1,000

高尔夫球场∙高级游乐场 40/1,000
大城市内新设∙增设工厂 12.5/1,000

1亿5千万韩元以
上,3亿韩元以下

19万5千韩元+超出1亿5
千万韩元金额的2.5/1,000

居住地区内的工厂 5/1,000
别墅 40/1,000

3亿韩元以上 57万韩元+超出3亿韩元金
额的4/1,000

船舶∙飞机 3/1,000
高级船舶 50/1,000

	土地

综合合算 单独合算

征税标准 税率 征税标准 税率

5千万韩元以下 2/1,000 2亿韩元以下 2/1,000

5千万韩元以上, 
1亿韩元以下

10万韩元+超出5千万韩
元金额的3/1,000

2亿韩元以上, 
10亿韩元以下

40万韩元+超出2亿韩元
金额的3/1,000

1亿韩元以上 25万韩元+超出1亿韩元
金额的5/1,000 10亿韩元以上 280万韩元+超出10亿韩元

金额的4/1,000

个别赋税

分类 税率

店铺�水田�果园�牧场用地�林地 0.7/1,000
高尔夫球场及高级娱乐场土地 40/1,000

其他土地 2/1,000

* 综合合算征税对象： 闲置地皮、多种土地、不是务农目的的个人、法人、团体的所
有农地和超出基准面积的土地等。

* 单独合算征税对象：工厂用建筑物附属土地(只有同地区)、车库用土地等。
* 个别赋税对象： 工厂用建筑物附属土地(只有邑∙面地区)、闲置地皮、多种土地、果

园、牧场用地、各种林地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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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汽车税税率

	非营业用轿车

排气量 1,000cc 以下 1,600cc 以下 1,600cc 以上

每Cc的税额 80韩元 140韩元 200韩元

	面包车

分类 营业用	 非营业用

长途汽车 100,000韩元 -
大型包车  70,000韩元 -
小型包车  50,000韩元 -

大型普通巴士  42,000韩元 115,000韩元
小型普通巴士  25,000韩元  65,000韩元

	货车

分类 营业用	 非营业用

1,000㎏ 以下 6,600韩元 28,500韩元
2,000㎏ 以下 9,600韩元 34,500韩元
3,000㎏ 以下 13,500韩元 48,000韩元
4,000㎏ 以下 18,000韩元 63,000韩元
5,000㎏ 以下 22,500韩元 79,500韩元
8,000㎏ 以下 36,000韩元 130,500韩元
1万㎏ 以下 45,000韩元 157,500韩元

但,对于装载定量超过1万千克的汽车,在装载定量1万千克以下的税额上,
每超过1万千克时,每台营业用征收1万韩元,非营业用征收3万韩元的滞纳金
作为年税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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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아파트ㆍ단독주택 등),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재산세 납부방법 및 미납부시 불이익은?  

	납부방법

매년 7월과 9월에 시 · 군 · 구로부터 우편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 · 우체국에 납부 및 인터넷으로 납부한다.

	납부기한

- 주  택 : 1년분을 2회(매년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 

               7. 16 ~ 7. 31.(1/2),   9. 16 ~ 9. 30.(1/2)

- 토  지 : 9. 16~ 9. 30.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 16~ 7. 31 

	미납부시	불이익

-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최대 75%까지 부과)된다. 

- 계속 미납부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관련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세금 및 과태료

구			분 부과내용

취득단계 취득세 납부

보유 · 운행단계 자동차세 납부 

말소단계 등록면허세 부과

주 · 정차 위반시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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다문화가정지방세내지 중국어_한국어_2(out).indd   20 2015. 12. 28.   오후 1:29



21

  자동차 말소등록(폐차단계)?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폐차하면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 말소등록 기한 :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차신고 미 이행시 과태료 : 폐차 후 1개월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시부터 1일 초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됨.

 폐차말소시	구비서류

①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등록부서에 비치되어 있음)

② 자동차등록증 ③ 사업용인 경우 감차등록수리 공문

④ 폐차업자 발급 폐차 인수증명서 ⑤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차량을 불법으로 주ㆍ정차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단위 : 원)

위반장소 차		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경감)

가산금
(60일경과	5%)

비			고

일반지역
승용 40,000 32,000 42,000

계속 미납부시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중가산금 발생

승합 등 50,000 40,000 52,500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 80,000 64,000 84,000

승합 등 90,000 72,000 94,500

※ 참고 : 도로의 차선에 따른 주ㆍ정차 금지구역 

 흰색실선 : 주ㆍ정차 가능한 구역

 노란색	점선 :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고 주차는 금지구역

 노란색	실선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ㆍ정차 가능여부가 다른 구역

 2중	노란색	실선 : 주ㆍ정차 금지구역

다문화가정지방세내지 중국어_한국어_2(out).indd   21 2015. 12. 28.   오후 1:29



22

다문화가정지방세내지 중국어_한국어_2(out).indd   22 2015. 12. 28.   오후 1:2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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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 

보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지방세

 

참  고 

  취득세 세율

구  분 세   율

부동산

상 속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28/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주택유상

승계취득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1,000

9억원 초과 30/1,000

차   량

가 비영업용 승용차 70/1,000 (경자동차 40/1,000)

나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자동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125cc 초과 5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1,000

미등록대상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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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세율

	주택	�	건축물

주		택 건	축	물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 건축물 2.5/1,00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골프장 · 고급오락장 40/1,000

대도시내 신 · 증설공장 12.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주거지역 내 공장 5/1,000

별  장 40/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 박 · 항공기 3/1,000

고급선박 50/1,000

	토	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분리과세

구   분 세   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7/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그 밖의 토지 2/1,000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대지, 잡종지, 영농목적이 아닌 개인, 법인, 단체의 소유농지와 기준

면적 초과 토지 등

  * 별도합산과세대상 :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동지역만 해당), 차고용 토지 등

  * 분리과세대상 :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읍ㆍ면지역만 해당),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종중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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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600cc 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승합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 이하 45,000원 157,500원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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