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의결정서
청구번호 : 이의신청 2020 - 6
청 구 인 : ○○○주택건설(주) ○○○
○○시 ○○로 43-5, 6층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이

유

청구법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음으로 당초 신고누락 추징
과세표준 9,748,286,035원을 7,201,422,463원으로 경정하여
재부과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29. ○○시 ○○면 ○○리 1048번지 ○○
○○ 아파트, 연면적 51,635㎡(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57,594,326,965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1,607,313,010원을 2018.2.13. 신고납부하였다.
나. 2019.11.4. 실시한 2019년 전라북도 하반기 법인세무조사 결
과,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도급공사비, 감리비, 도로 기반시설조성 공사비,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 등 9,748,286,035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9.12.13. 청구법인에게 건축물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368,353,930원(가산세 79,627,270원 포함)과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된 미신고 과세표준 397,908,120원에 대하여 취
득세 등 10,204,940원(가산세 2,239,54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고누락 취득세 추징과 관련하
여 2020.3.16. 전라북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원시취득과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중복하여 이중 과세됨
(가) 첨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세표준 산정자료에 의하면, 처
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동주택 원시취득에 대하여서는
9,350,377,915원, 지목변경에 대하여서는 397,908,120원의 증액하여
결정하였으나, 납세고지서상에는 원시취득과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각각 9,749,286,035원과 397,908,12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
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건축물 원시취득
지목변경 간주
(

청구법인

)

(

)

처분청

차액

56,681,333,030

47,330,955,115

9,350,377,915

10,661,279,970

10,263,371,850

397,908,120

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세표준 산정자료와 납세고지서상의
(원시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차이 397,908,120원은 처분청의 고지서
( )

작성과정에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과세표준을 증액하면서 원시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은 단순 실수로서, 처분청은 원시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지목변경 증액분 397,908,120원을 제외하여야 한
다.
(2) 사업승인조건에 따른 국가 등의 토지 위의 도로공사비는 과
세대상이 아님
처분청이 쟁점처분 중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제
시한 항목 중 주식회사 ○○종합건설(청구인 증빙자료 첨부5. ㈜○○
종합건설 준공서류)이 건설한 공사비는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을 이행
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토지 위에 건설한 외부도로 공사비로써 공동
주택 경내에 설치하는 도로공사비가 아니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
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등의 토지 위에 건설한
도로공사비 1,596,045,455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3) 건물 신축무관 PF대출금 이자비용은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안분하여야 함
(가) 처분청은 대출금 26,000,000,000원 중에서 토지잔금
13,181,277,269원을
제외한 비율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2,185,826,293원 중에서 건물무관 이자비용으로 1,108,153,17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토지잔금 이외
에 PF대출금 사용금액 중 건물 취득과 무관한 모델하우스 건축비 등
을 포함한 비율에 의하여 이자비용을 안분계산하였다.
(나) 따라서, PF대출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실제 PF대출금의 사용
내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므로 과다 안분계산된 501,334,894원

의 이자비용은 건물과 관련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PF대출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안분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1> PF대출금 이자비용

<

단위: 원)

(

년
년
년 준공시까지
합계
2015

760,289,860

2016

755,028,142

2017

670,508,291

2,185,826,293

표 2 > PF대출금 사용처 및 사용내역

<

토지대금
모델하우스 비용
지장물철거비
분양광고홍보비
토지관련제세금
일반관리비
청약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합계

단위: 원)

(

14,668,208,302
1,468,116,069
998,000,000
812,057,500
40,918,434
20,000,000
1,615,900
105,600,000

토지대
가설건축물로 별도 과세
지목변경비
분양수익 발생전 지출된 비용
토지분 재산세 등
분양수익 발생전 지출된 비용
분양관련비
토지취득 중개수수료

18,114,516,205

표 3 > PF대출금 실제 사용금액에 따른 건설자금 안분비율
(단위: 원)

<

구분
건축공사
건축공사외
합계

세무조사
지출금액
비율

실제 지출 구분
지출금액
비율
*

12,818,722,731

49.3%

7,321,600,000

28.16%

13,181,277,269

50.7%

18,678,400,000

71.84%

26,000,000,000

100.0%

26,000,000,000

100.0%

* 공통비 785,530,950은 건축공사 및 건축공사외로 안분
<표 4> PF대출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안분내역
구분
건축공사
건축공사외
합계

세무조사
비율
이자비용

단위: 원)

(

재계산
비율
이자비용

49.3%

1,077,673,123

28.16%

615,490,399

50.7%

1,108,153,170

71.84%

1,570,335,894

100.0%

2,185,826,293

100.0%

2,185,826,293

라 참고로 부연 설명하면, 세무조사시 제출된 법인장부상 확인
되는 바와 같이 대출 실행 이후 해당 금액이 모두 소요될 때까지 토
지 대금 13,181,277,269원을 포함하여 건물 취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지출(청구인 증빙자료 첨부6. PF대출계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이 발생하였다. 해당 대출계좌에는 PF대출금 관련 입출금액
과 분양수입 관련 입출금액이 혼재되어 있어서 각 출금액이 어떤 자
금을 원천으로 발생하였는지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금
액 중 건축공사와 무관한 내역의 합계를 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다만
분양수입에서 지출 될 개연성이 높은 분양광고홍보비, 일반관리비의
경우는 분양수입 발생 이전의 비용만 합산하였다.
(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지장물철거공사는 지목변경으로 과세
되어야 함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세표준 산정자료 중 (유)○○산업개발의 지
장물 철거공사비 998,000,000원(첨부7. ○○산업개발 철거공사 계약
서)은 사업부지에 대한 지장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전, 답, 도로, 묘지 등의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
사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부지 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비
이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4)

나. 처분청 의견
(1) 건물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중복 이중 과세되었다는 것은 자료
검토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어야 하나 산정시 오류로 포함된 것이 확인되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처분청 제3호증 세무조사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건축물
지목변경

청구인
신고과표

세무조사

당초

정당 차액

47,330,955,115

56,681,333,030

9,748,286,035

9,350,377,915

10,263,371,850

10,661,279,970

397,906,120

397,908,120

세무조사 산정과표
적요
금액
총 계
도급금액
건축비 기부채납도로
도급
지목변경
-10,661,279,970
구분

과세표준
56,681,333,030

62,900,000,000
-3,159,790,380

(

)

비고

신고과표
원
차액 9,350,377,915원
지목변경
원
47,330,955,115

농 지 보 전 부 담 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97,908,120

49,078,929,650

347,908,120

구분

세무조사 산정과표
적요
금액

설계 설계
감리비 감리비
철거및폐기물처리
용역
지장물철거공사
신축공사도로 및
은파
유원지 연결도로
공사
하수도원인자부담
금
상수도원인자부담
금
학교용지부담금
대출약정자문
기타 지구단위계획
문화재포본조사
일본식건축물조사
부동산사업성평가
주택사업금융대출
이자
공동주택사업법률
자문
사용전검사 전기
자가용
정보통신인증심사
수수료
측량비용
교통영향평가
(

,

과세표준

비고
50,000,000

648,181,818
137,696,366
1,547,331,390

감리비 차액

21,560,000

998,000,000

1,596,045,455

548,000,000

299,000,000

545,344,000
20,000,000
72,727,273
8,363,636

4,112,407,851

기타 수수료 부담금
컨설팅 비용 등
,

,

6,818,182
20,000,000

1,077,673,123

50,000,000

20,607,730

)

2,110,500

47,913,000
72,727,273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국가 등의 토지 위의 도로공사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
(2)

축하면서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계약 후 지출한 이 건 비용
1,596,045,455원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국가 등의 토
지 위에 건설한 외부도로 공사비로서 공동주택사업지구내 설치하는
도로공사비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이 건 비용은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조건
으로 개설되는 도로의 공사에 관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되고, 이 기반시설은 공동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 공사비를
공사원가로 인식하여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비용으로 공사원가
명세서의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비용은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취
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
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로 한정하고 있고,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
용까지 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
다.(처분청 제5호증 기부채납 토지 취득세 비과세 내역)
(3)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과 무관한 PF대출금 이자비용은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하고,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
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

금의 이자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기에서 "해당 물건"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건을 제외한 과세대
상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에 소요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체 건설자금이자를 전체 취득
가액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과 그 외의 물건
취득에 지출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취득에 대응하는 건설자금이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
다 할 것이다. 당초 2019.11.4. 정기세무조사 당시 PF대출 260억에
대한 이자비용 2,185,826,293원에 대하여 이건 공동주택 취득과 직
접 관련된 이자비용을 산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토지 매입비용을 산정하
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하여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 건설자금이
자를 안분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자금이
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지출)내역에 대한 재검토 결과, 모델하우스
관련 비용 및 분양 등에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한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등
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건설자금이자 부
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초 과세표준 1,077,673,123원에서
615,490,399원으로 인하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당초 세무조사 결정 건설자금이자 안분 내역
구분
토지관련
건물관련
합계

PF

대출 지출

안분비율 건설자금이자

13,181,277,269

50.70%

1,108,153,170

12,818,722,731

49.30%

1,077,673,123

26,000,000,000

100%

2,185,826,293

비고
조사과표

❑

추가 제출자료 검토 건설자금이자 재안분
구분
토지관련
건물관련
합계

PF

대출 지출

안분비율 건설자금이자

18,678,400,000

71.84%

1,570,335,894

7,321,600,000

28.16%

615,490,399

26,000,000,000

100%

2,185,826,293

비고
경정과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지장물 철거공사비는 지목변경으로 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
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
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
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95누4155,
1996.1.26.판결)이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조성공사 등을 거
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지조성공사 비용 등은 건축공사와 불
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
축건물의 과표에 포함(부지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목변경이 함
께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를 따져 지
목변경 관련 비용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이외의 비용은 건축물 신
축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공동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계약서로서 청
구법인이 제출한 유한회사 ○○산업개발과 계약한“전북 ○○시 ○○
리 961-1번지 일원 공동주택사업지구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서”를

` (4)

살펴보면

원 중 부가세 90,727,273원을 제외한
907,272,727원은 건물 및 수목 등 지장물(석면함류 지장물 포함) 철
거 및 해체, 제거(폐기물처리포함) 공사비용으로 건축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표준에 적용된 998,000,000원을 907,272,727원으로 수정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998,000,000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신고누락으로 추징한 과세표준
에 지방세법 상 건축물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는 공사비가 계상되어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
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
권을 제공받는 경우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
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
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
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
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
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
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
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

2015.7.24, 2016.1.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
정]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
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2011.5.30,

2013.3.23,

2014.11.19,

2015.6.30,

2016.4.26,

2017.7.26>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年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1.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
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
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31,
4.

2016.8.31, 2016.12.30>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
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
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
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
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
(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
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
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
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4.26>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
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

2011.5.30, 2013.6.28, 2015.6.30, 2016.4.26>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
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
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
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1.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 설립
(2) 2014.4.28.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3) 2014.4.10. ~ 2015.6.1. :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
(4) 2015.2. ~ 5월 : (유)○○산업개발와 지장물 철거공사계약
추진 (998,000,000원)
(5) 2014.11.27.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도시계획도로(○로 2-138호) 개설구간과 접속되어 현재 이
용중인 ○○2길 연결도로 공사 세부계획 수립 등
(6) 2014.12.19. : 시공사인 ㈜○○건영과의 건축계약
(7) 2014.12.31. : 주택사업금융보증서 승인
(1) 2014.4.3. :

은행과 26,000,000,000원 (PF)대출약정
(9) 2015.5.11. : 주택건설 착공신고
(10) 2017.6. ~ 11월 : ㈜○○종합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원지 연결도로 공사(1,755,650,000원) 추진
(11) 2017.12.19. : 공동주택 사용승인일
(12) 2018.2.13. : 공동주택 건물 취득세 신고
(13) 2019.11.4. : 법인세무조사 추진
(14) 2019.12.13. : 취득세 등 추징 부과
(8) 2015.1.16. : ○○

라. 판단
이에 관한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첫째, 397,908,120원이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증가로 간주취
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 미신고 누락 취득원
가에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
분청에서도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47,908,120원, 대
체산림자원조성비 50,000,000원, 합계 397,908,120원에 대하여 지방
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등
10,204,940원을 별도로 과세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 도급공사
비 신고 누락원가 9,748,286,035원에 대하여 397,908,120원을 이중
으로 포함하여 취득세 등 368,353,93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동주택 미신고 과세표준 9,748,286,035원에서
397,908,120원을 차감하여 재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처분 중 원시취득에 대한 취
득세 과세표준으로 제시한 항목 중 주식회사 ○○종합건설(청구인 제
출 - 첨부5. ㈜○○종합건설 준공서류)이 건설한 공사비
1,596,045,455원은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
등의 토지 위에 건설한 외부도로공사비로써 공동주택 경내에 설치하
는 도로공사비가 아니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살피건대,
(가) 처분청에서는 2014.11.27. 청구법인에게 도시계획도로(○
로 2-138호) 개설구간과 접속되어 현재 이용중인 ○○2길이 단절되
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결과를 제
출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5.9.2. 청구
법인에서는 ○○시 ○○면 ○○리 935-8번지(57㎡)와 938-1번지
(162㎡)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취
득세 등 1,195,260원과 2,547,800원을 감면받았고, 2017.6.14. 청구
법인은 ㈜○○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로와 ○○유
원지 연결도로 공사를 1,596,045,455원(부가가치세 159,604,545원
포함 시 1,755,650,000원)에 계약하고 2017.11.30.에 준공한 사실이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항제1항에 따르
면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
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
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
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으로 설치한 아파트단지 외부의 방음벽 설치비용은 아파트 취득세 과
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조심2019지2308, 2020.1.16.)는 유권해
석사례가 있고, 아울러, 이건 도로공사비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
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일지라도 도로의 개설은 해당 토지
의 구성 부분이 사실상 변경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
정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공동주택의 신축과 토지
의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공동주택의 신축을 조
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개설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신축)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
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도 포
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조심2020지0221, 2020.3.3. 같은 취지의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택건설계획 승인조건인 도시
계획도로(○로 2-138)와 ○○유원지를 연결하는 외부 도로를 개설
하기 위해 지급한 공사비라면 이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포함시키
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셋째, 건물 신축무관 PF대출금 건설자금이자비용은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때 제
출받지 못하여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서 토지 매입비용을 산정하고, 나머지 잔여분을 건물분 과세표준으로
판단하여 부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자금
이자 안분관련 증빙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검토한 결과, 다른
이견이 없이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다음과 같이

건설자금이자 안분비율을 조정하여 경정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초> 세무조사 결정 건설자금이자 안분 내역
구분
토지관련
건물관련
합계

PF

대출 지출

안분비율 건설자금이자

13,181,277,269

50.70%

1,108,153,170

12,818,722,731

49.30%

1,077,673,123

26,000,000,000

100%

2,185,826,293

수정> 건설자금이자 재안분 내역

비고

조사과표

<

구분
토지관련
건물관련
합계

PF

대출 지출

안분비율 건설자금이자

18,678,400,000

71.84%

1,570,335,894

7,321,600,000

28.16%

615,490,399

26,000,000,000

100%

2,185,826,293

비고
경정과표

넷째, 청구법인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지장물철거공사는 지
목변경으로 과세(2.0%)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살피건대,
2015.1.15. 청구법인이 (유)○○산업개발과 체결한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서(청구인 제출 - 첨부7.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동아파트 사업지구내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 석면함
유가 포함된 지장물 철거 및 해체․제거 계약을 998,000,000원(부가가
치세 포함)에 체결하고 추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부지에 대한 지장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인 경우
전, 답, 도로, 묘지 등의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
사로서 청구법인의 사업부지 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비이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 건축공사에 있어서 공사원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사업타당성 검토비 및 법령상 이행하여야 할 환경ㆍ교통평가
(4)

등의 용역비ㆍ설계비 및 지상 토지상 지장물 등과 관련된 철거비ㆍ이
주비 등 보상비 등과 같이 공사시행 전에 이루어진 직ㆍ간접적인 부
대비용과 시공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비용 및 기타 분양수수료 등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ㆍ간접적인 비용 일체로 보고 있으며(행심
2007-441, 2007.8.27.),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세 세무조
사 실무에서도 건축공사와 관련된 지장물 철거비는 건축공사원가로
보아 주택건설사업 공사원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입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 바, 지장물 철거 공사비는 건축물 취득원가로 보아 원시취득
세율(2.8%)를 적용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
다. 다만, 처분청에서 당초 부과한 지장물 철거비 998,000,000원 중
부가세 90,727,273원을 차감하지 않고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기
에 이를 차감한 907,272,727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 취득세를
경정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종합하건대,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당초 추
징 신고누락 과표 9,748,286,035원 대하여 취득세 등 368,353,930원
을 부과한 것은 취소하고, 과세표준 2,546,863,572원을 감액한
7,201,422,463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재산출하여 경정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과세표준 경정 현황>
(단위 : 원)
당초

(A)

9,748,286,035

변경

(B)

7,201,422,463

증감

△

(B-A)

2,546,863,572*

* 지목변경 과세표준액 이중 과세 △397,908,120원, 외부 도로공사비
△1,596,045,455원, 건설자금이자 △462,182,724원, 지장물철거비 부가세
△90,727,273원 감액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0.

전라북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