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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모바일 전자예고를 통한

번호판 영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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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 모바일 전자예고를 통한 번호판영치 단속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21.3.1. ~ 현재까지

○ 사 업 비 : 11,550천원

○ 사업대상 : 주정위반 등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 사업내용 : 모바일 현장행정 선도하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납징수

② 추진 경과

○ ‘21. 3.01 : 체납차량 실태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21. 4.09 : 민선7기 신규사업 보고(부구청장)

○ ‘21. 7.20 : 체납차량 모바일 전자예고시스템 구축계획(부구청장)

○ ‘21. 8.26 : 전자예고시스템 구축 완료, 전국최초 운영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시스템구축문제는업무추진협의체구성과민‧관협력관계(서초구⇔
NICE 신용평가회사, 민간개발업체)설정으로극복

○전산보안문제는 서울시 상암데이터 센터와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
(대전통합전산센터)공통기반을연계한두기관시스템보완인증받아극복

○개인정보보호문제는단말기를통해신용정보회사로제공된체납소유자

주민번호는 CI변환제공으로신용정보회사의연락처정보와연계해결

○전자예고수신율문제는결국체납징수증대효과와직결됨으로통신3사와
연계한지방세전자고지가스팸또는보이스피싱오인수신율저조로판단,
수신율이 100%근접한신용정보회사와연계발송체계를채택해결함.

④ 우수사례

내용

○ 체납차량단속용 실시간 스마트폰 체납차량번호판통합영치앱의
전자예고기능추가+ GPS위치정보 기능 + NICE신용평가정보회사의
연락처조회및문자발송기능과연계한 3자결합방식으로시스템구현

- 체납차량적발즉시차량소유자휴대폰번호로전자예고문자동발송

- 주차된차량만단속에서운행중인체납차량까지단속범위확대

- GPS위치기반빅데이터 분석‧활용 단속집중화 지역 예측 단속

○ (위드)코로나 위기상황 극복, 비대면 체납징수 신기법 연구발굴

-대면접촉수기단속방식에서비대면자동단속방식으로업무프로세스개선

⑤ 성과

○ 코로나 확산방지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 : “체납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이젠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 인식확산

○ 단속실적 전‧후 비교(1개월) : 1일평균 전 13.9대/후 29.5대(2.1배)

○타지자체벤치마킹문의쇄도 : 경기시흥시, 서울강남,노원,관악구등

○ 언론보도 : 9.14.~15.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 24개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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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예고를 통한 번호판영치 단속 

1. 과제 선정 내용

○ 서초구는 전국최초 2013.1.1일자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차량

전담팀신설하여주정차위반등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차량일소하기위해노력함.

- 시간선택제공무원(2명)채용, 소수단속인력으로주택가등골목길위주로단속활동

○이에다혈질성격의민원인중에는주택가의주차된차량만적발단속하고운행

중인차량등은단속하지아니한점에불만을표시, 민원제기사례종종발생

○코로나19의지속적인확산으로코로나극복지원을위한체납차량번호판영치

완화추진계획시달(서울시, 38세금징수과-6770호, 2020.03.23), 실물번호판 영치

전면보류, 영치예고를통한자진납부유도시행요구함, 체납차량단속어려움발생

- 그럼에도번호판영치 예고시 단속차량에서 하차하여 예고증 출력 및 차량의

운전석앞유리에부착함에따라차량소유자등시민과대면하거나접촉상황이

수시로 발생, 코로나에 위험노출이 높아 직원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되는행정이요구됐고이와더불어체납징수극대화방안도절실했음.

※단속직원(시간선택제공무원) 9월코로나19 양성판정, 자가격리조치

○ 이에따라, 코로나 내지 위드 코로나 시대 뿐 만아니라 종식이후까지 대비한

체납차량단속업무의획기적인개선이요구되었고, 주차된차량이든운행중인차량

이든구분없이모든차량에대한단속의형평성유지와성실납세문화조성을위해

선제적인비대면방식의체납징수기법을 연구‧발굴과제로 선정하게 됨.

2. 문제원인 분석         

○ 코로나19 장기화로현재의단속형태가현장에서시민과접촉상황으로감염확산과

위험노출 문제점이 있어 예방수단과 코로나로 체납징수도 저조하여 문제점을

해결할새로운 행정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자동차의 특수성 즉, 차량의 이동성 때문에 주행 중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주차된 체납차량만 단속하고 있어 단속의

형평성문제와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동시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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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행 중인 체납차량에 대한지자체공무원의단속권한은차량정지권한이

없는 관계로 경찰청과합동단속경우이외에는경찰관의협조없이는단속이

불가능함에따라단속할의지도없음.

- 관내지역에서체납차량이A지역(서초구양재동)에서 B지역(서초동)으로이동하는

경우에도이동경로를체크할수없어추적단속도불가능함.

○ 자동차 보급대수의 증가로 체납차량 체납금 규모가 크고, 코로나 시대 단속

실적은감소추세, 단속시스템의발전도저조하여비효율적단속업무수행

- 차량번호를 하나하나 스캔하여 체납차량 여부를 판독‧적발로체납차량 1대를

적발하는 데 장시간 소요되고 정기적‧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불가함

    (2021년 10월 현재)   서울시 전체 영치대상 체납현황 및 서초구 단속실적         

3. 방안 마련 및 실행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인해일선지자체의행정역량이보건‧복지분야에 있

지만, 불법주정차위반 등 법규위반차량, 운행정지차량(대포차량), 미보험차량,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등으로 인해, 세무공무원의본연의업무즉, 세입징수의

손을놓고있을수없다는절박함에서방안마련을위해시도함.

(서울시 현황)   

- 먼저, 부서간칸막이를없애고부과부서직원과체납차량단속징수부서직원들이

자발적으로업무추진협̊의̊체̊ (일명, 싱크탱크, 직원 4인)를구성하여 여러차례회의

등토론끝에지방소득세등지방세고지서등이모바일전자고지로전환되는추세로

시행하고있음에도, 체납징수분야는시행하지아니하고있어이를통한해결방안착안함.

○ 그러나, 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 전산망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통사용

관계로우리구 자체적으로 시스템 전산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판단하고 외부협력

업체[(주)신용정보회사, ㈜제이컴모빌피아]관계자를 찾아 민̊관̊협력̊ ̊관계 설정함.

차량등록
수

합  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A)

자동차세
체납차량(B)

번호판 영치
단속실적(서초구)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수 금액
3,175,142 451,295 3,454억 85,250 1,198억 366,045 2,256억 1,649 15억

       구분
 기준

운행정지차량
(대포차량) 미보험차량 상습체납차량(자동차세6회이상)

168,751대 1,861억원2019 ~ ‘21.9월말 현재 19,226 4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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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부협력업체[(주)제이컴모빌피아] 관계자와 손잡고 현재 운영시스템 환경 등

검토‧분석과토론을통해, 업무협약으로 체납차량단속모바일전자예고시스템운영
S/W(현장단속용통합영치앱의 전자예고기능 포함)를 개발하여 GPS위치기반과

NICE신용정보회사의연락처정보및문자발송기능과연계하는 3자결합방식을

모색하여모바일전자예고시스템을설치하기로합의점을이끌어내었고. 이에따라

시스템개발과정을거쳐시스템을구축하여 9월에본격적으로운영함.

- 본시스템을소개하면, 단속차량에탑재된 CCTV 적발시스템과현재사용중인

단속용스마트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통합영치앱”에 전자예고 기능을 추가

설치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하여주차된차량과 주̊행̊중인̊ ̊ 차량̊ ̊ 까지모든차량에
대해구분없이자동차번호판을 스캔하여 체납차량을 판독‧적발하고,

- NICE신용평가정보회사와업무협약을통해적발된차량 소유자의연락처를

알지못해도신용정보회사에주민번호를 CI변환(=주민번호를암호화한정보)하여

제공하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수신한 체납차량의 소유자 휴대폰 정보를 축출하여

특정 앱(APP)설치 없이 MMS 문자로 바로납부촉구겸번호판영치 모바일

전자̊ ̊ 예고문̊ ̊ ̊을 체납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이동통신 3사(KT, LG, SK)]으로 자동

발송하여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지 아니하고 체납세액을 징수함.

- 구청영치담당자PC에모바일전자예고문작성및발송이력관리용 S/W설치함과

아울러전자예고문에‘서울시자동차번호판영치간편민원서비스(http://youngchi.seoul.go.kr)’

홈페이지주소까지제공하여체납자가직접체납조회확인하여납부하도록함.

○또한, 추가적으로체납차량단속을통해얻은차량정보에대해빅데이터활용 추적/

분석/예측 관리용GPS̊ ̊ ̊위치̊ ̊기반 S/W̊ ̊ ̊ ̊ ̊도 업무용 PC에 별도로 설치함

체납차량 단속, 전자예고시스템 실행도 모바일 전자예고문
서초구는 코로나로 인해 체납차량의 납부촉구 및 번호판 영치예고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서울12카3456차량은 지방세 체납 외 총 16건 16,235,320원이 체납되어 2021년 8월 26일 서초구 양재동 1521에서 체납차량 단속용 CCTV 적발시스템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조속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상태가 지속시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차량 여부는 아래 ‘서울시자동차번호판영치간편민원서비스 확인하기 URL’를 누루시면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체납조회 및 납부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 세무관리과 체납차량관리팀 ☎
02-2155-7391~4

서울시자동차번호판영치간편민원서비스 확인하기 : http://youngchi.seoul.go.kr 

http://youngchi.seoul.go.kr
http://youngchi.seoul.go.kr


- 7 -

- 모바일전자예고문에적발당시위치

(장소)를 GPS좌표를 주소전환하여

자동표시해줌.

- 날짜별차트/체납유형별 &요일별

분포도등으로확인분석이가능하고,

적발위치를 마킹해주어계속미납

하는경우단속을통해얻은정보즉, 데이터를활용‧분석을통해체납차량이많은

단속집중화지역예측단속과이동동선예측‧분석해추적단속도가능하도록하였다.

○도입전‧후단속및운영효과비교(평균치)

4. 장애극복

○ 첫째, 전산보안 문제는 서울시 상암 데이터센터와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

(대전통합전산센터) 공통기반연계로시스템두기관보안인증받아해결함.

○ 둘째,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단말기를 통해 신용정보회사로 제공된체납차량

소유자주민번호는 CI연계정보로 CI변환하여제공함으로서신용정보회사의개인

신용정보의연락처(휴대폰)정보와연계한체납자의휴대폰발송체계로극복함.

※ CI연계정보 : 주민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서 원래의 입력 값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며, 주민번호 대신 온라인 본인확인에 활용됨.

- 체납차량소유자에대해동의없이 신용정보회사에서수집된금융사의휴대폰

번호를활용하여문자발송문제해결(신용정보법제32조제6항제7호)

구 분 도입 전(기존) 도입 후(변경)
단속 방법 주차된 차량만 적발단속 주차된차량+ 주행중인차량모두 적발

단속
적발단속 댓수 수기예고 단속 14대 전자예고 단속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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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효력여부는 MMS등문자메시지는전자문서에해당되는바 2020넌 6월 9일자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 4조 1항(전자적형태로되어있다는이유만으로

법적효력이부인되지아니한다)에따라종이문서와동일한효력이있음을파악

○마지막으로, 전자예고문발송시체납자수신율이저조할경우징수효과가미비함으로

통신3사연계한지방세전자고지발송이스팸또는보이스피싱오인미수신율이높아,

대안을찾아수신율 100%근접한NICE신용정보회사의발송방식을채택해결함.

5. 성과

○ 기존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방식과 비교 

 ○ 체납차량 단속실적 효과
   - 도입전 8월(단속  19일) 265대 206백만원, 1일평균 13.9대 10백만원
    도입 후10월(단속 16.5일) 486대 352백만원, 1일평균 29.5대 21백만원
     도입전‧ 후실적비교 : 1일평균대수및금액대비 210%(2.1배) 효과거양
   - 서초구, 월평균 531대 378백만원/연간 6,372대 45억원 효과 예상
     ※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주35시간근무로월평균단속일수 18일로계산함.
   - 서울시 25개자치구확산시 연간 562억원 효과 예상(서초구실적1/2 적용시)
   - 전국 243개 지자체확산시 연간 3,645억원효과예상(서초구실적1/3 적용시)
○ 언론보도로 성실 납세문화 확산

-‘21.9.14.~15일자 서울신문, 연합뉴스, 서울경제, 해럴드경제, 아시아  
     경제 등 24개사 언론보도
   -“이젠 체납차량은 더 이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확산과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사회 분위기 조성 기여
○ 타 지자체 벤치마킹 우리구 문의 쇄도 : 경기도 시흥시, 서울 강남, 노원,
동작, 관악, 양천, 마포, 동대문구 등 다수

구분 (기존) 단속시스템 방식 (개선) 전자예고시스템 방식

단속

형태

·주차된 체납차량에 한해 적발시 단속
직원이 단속차량 정차 후 영치예고
증 출력 후 수기 단속 체납징수

·주차된 차량이외 주행 중인 차량 등
모든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적발즉시
전자예고문자동발송단속체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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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1년 09월 15일(수)전국 11면 2021년 09월 14일 (화) 경제면



- 10 -

2021년 09월 15일 (수) 전국 28면

2021년 09월 14일 (화) 사회면

2021년 09월 14일 (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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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체납 징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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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체납징수 이야기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경매 낙찰 이후 징수 불가능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추적 조사
○ 미배당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 검토
○『그 밖의 재산권』압류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총4억1천만원 징수

② 추진 경과

○ 압류 부동산 경매 낙찰
○ 기존 법인의 납부능력 조사 ․ 공유수면 관련 법령 검토
○『그 밖의 재산권(공유수면 허가권)』압류
○ 낙찰법인에게 압류 내용 안내 및 납부 설득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총 4억1천만원 징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그 밖의 재산권』압류 통지 후 현장방문에서 낙찰법인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함
○ 체납법인 명의의 공유수면 허가권을 승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압류되어 있는 체납액을 낙찰법인이 납부해야
   함을 설득함.  또한, 강제집행도 가능함을 알림
○ 결국, 낙찰법인이 수긍하고 체납액 납부 및 공유수면 허가권을  
   승계받기로 함 

④ 우수사례

내용

○ 공유수면 허가권은 아직 기존법인에게 있음에 착안하여
  「그 밖의 재산권(공유수면 허가권)」을 압류함
○ 공유수면 점용 ․ 사용 허가권이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찾음
○「그 밖의 재산권(공유수면 허가권)」 압류는 공유수면법의
  ‘의무’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없으며, 지방세 체납액
   까지도 징수 가능한 압류임.

⑤ 성과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공유수면 허가권 리스트 공유  
  전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안하여 세외수입 체납만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에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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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체납징수 이야기

1. 과제 선정 내용

○ 경매 낙찰 이후에도 적극적인 추적조사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 낙찰 이후 기존 체납법인의 납부능력 부족

   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세외수입 개별 법령 검토 및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적 조사로 『그 밖의 재산권(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압류하였음

    ○ 체납법인의 허가권을 승계받기 위해 체납액 납부  
   부동산을 낙찰 받은 법인이 해양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허가권을 승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압류되어 있는 체납액을 낙찰법인이 납부해야 함

2. 문제원인 분석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유수면 점사용료처럼 개별법령에‘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세외수입이 많아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가능한 체납처분은 많지 않음

 ○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세외수입은 조세 외 채권에 해당하여

    배당금 수령도 쉽지 않으므로, 압류 및 체납처분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재산 발굴이 필요함

 ○ 부동산 경매 낙찰 이후, 기존 체납법인의 납부여력이 없으면 결손처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그 밖의 재산권(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압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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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수면

이란?

  공유수면 : 바다 · 하천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수면(水面)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 바다와 강 위에 건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공유

수면

예시

    

 

3.『그 밖의 재산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압류 추진사항  
 가

 미배당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 검토      

   기존법인의 납부여력

    : 부동산 경매낙찰 이후 납부능력 없음

    : 기존법인 명의의 차량(카라반 보트 트레일러),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를 압류했으나 낡은 차량 등이라 압류실익 없음

        공유수면 관련 법령 검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공유수면법)
   제16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①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9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전되거나 상속된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공유수면 관련 법령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권리ㆍ의무”중 의무의 범위에 
   사용료 체납액이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해석사례나 판결 사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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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측에서 의무의 범위는 허가권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지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되면, 포함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음

⇒ 또한,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법인에게
   기존법인의 미배당 공유수면 사용료를 낙찰법인에게 대납하게 할 
   근거부족
⇒ 또한, 지방세 체납액은 의무에 아예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함

 나
 「그 밖의 재산권」 압류      

   공유수면 허가권은 아직 기존법인에게 있음에 착안하여

     국세징수법 제55조의 「그 밖의 재산권(공유수면 허가권)」을 압류함
     - 등록 관할 : 우리 구 건설과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권이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찾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점용․사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강제집행도 가능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7873판결)
   )

공유수면 관련 판결

  「그밖의재산권(공유수면허가권)」 압류는 공유수면법시행령제19조의
      ‘의무’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없으며, 지방세 체납액까지도
      징수 가능한 압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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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압류 후 조치사항      

 기존법인의 지방세 체납액도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함

    『그 밖의 재산권』압류통지 후 현장방문

  - 건물은 이미 낙찰 받은 법인이 사용하고 있음

  - 체납법인과 낙찰 받은 법인 모두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 압류에 따라 체납액 완납 시 허가권

    압류해제 알림’공문을 통해 낙찰법인이 납부해야 함을 알림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에 대한 추가압류 협조 요청

  - 현년도 체납액 관리 부서(구청 건설과)에서 추가 압류함
   

4. 장애극복

  ○ 낙찰 받은 법인이 기존 법인의 체납액을 알고 있었으나

   법원 경매 낙찰을 통해 부동산의 압류가 모두 해제되었으므로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

  ○ 『그 밖의 재산권』압류 통지 후 현장방문에서

   ‘공유수면 허가권 압류’라는 것이 뭐냐며 낙찰법인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 압류에 따라 체납액 완납 시 허가권

    압류해제 알림’공문을 통해 해양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허가권을 승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압류되어 있는 체납액을 낙찰법인이 납부해야

    함을 설득함

    또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함을 알림

  ○ 결국, 낙찰법인이 수긍하고 체납액 납부 및 공유수면 허가권을

     승계받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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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성과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

  ○ 2020년 부산시 각 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납부자가 무려 2,500명이고, 허가는 2,800건,  20억원이 부과됨
     2020년 전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금액은 300억원임

  ○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공유수면 허가권 리스트 공유

    
전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안하였음

  ○ 이 공유수면 허가권은 세외수입 체납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에도 
     압류 가능한 재산권이므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 적용하여

      허가권을 압류한다면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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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똘똘 뭉쳐 함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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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똘똘 뭉쳐 함께 징수!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세외수입 체납액 대부분이 과태료로, 납부인식이 낮고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책임보험 + 검사지연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을 통합·징수함으로 효율적인 체납 징수 및 납부편의 증대

② 추진 경과

○ ‘19. 9 :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관리 결정(정책조정회의)

○ ‘19. 10 : 타 자치단체 인력분석 및 인원 충원 요청

○ ‘20. 8 :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

○ ‘20. 12 : 주정차과태료 통합결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1. 1 : 도로CS와 세외수입 시스템간 전산시스템 연계

○ ‘21. 4 : 자료구축 및 업무 인계인수, 통합징수 추진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5개분야*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조회 및 납부 편의 증대
    * 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전산 시스템 이관 및 연계 추진 완료(도로CS+세외수입시스템)

○ 부서 업무 협업 체계 구축 및 담당자 맞춤형 교육 실시

④ 우수사례

내용

○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액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자동차 과련

과태료 체납액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징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추진 (통합

영치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영치폰 추가 구입)

○ 다양한 체납처분 및 과태료 통합 안내, 예고문 발송 가능

⑤ 성과

○ 과태료 업무 이관 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년 동기 대비

165% 이상 징수(4.3억→ 7.2억)

○ 자동차 과태료를 한번에 안내하고 통합가상 계좌로 납부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납부자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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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통합관리로 체납액 징수 증대

1. 과제 선정 내용

○ 세외수입 관리부서에서의 체납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일반회계) 80개 부서 272개 과목 부과, 세외수입담당 과년도 체납관리

  -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의료급여기금,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광역

교통시설 등 9개 부서에서 13개 사업 부과 및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 기타특별회계 체납액의 93.4%가 주·정차과태료(교통과) 차지, 그 밖에

의료급여기금(복지정책과) 3.2%, 주택사업(주택과) 3.0%, 기타 0.4%임

- 세외수입 체납의 대부분이 과태료로 지방세에 비해 납부인식이

부족하고,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낮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됨.

     ※ 주정차과태료 체납 정리율 : ’19년 16.8%, ’20년 18%(일반회계는 최근3년 평균 23.5%)

2. 문제원인 분석

○ 체납 관리부서 이원화 및 전문성 부족

- 인구증가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17)80→(‘18)98→(’19)105→(’20)112억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현년도는 부과부서에서

(80개, 272과목) 징수업무를 추진, 과년도는 세외수입담당에서 관리

- 세외수입의 관리부서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및 부과부서의 전문

성 부족과 고유업무와 징수업무 병행으로 체납관리가 미흡하고 적

극적인 징수가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한 체납액 증가, 징수권 시효 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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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통합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 (징수 전담인력 부족) 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관리를 위한 징수전담

인력이 충원 되어야 하며,

- (과년도 체납 통합여부 검토) 주차장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시설 등 기타특별회계 부서의 통합 여부검토

- (통합시스템 구축 여부 검토)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19~’23) 이후 가능하므로 주정차시스템(교통행정CS)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자료 연계 가능 여부 검토

3. 방안 마련 및 실행

○ (통합관리 결정) 체납 관리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원관리과로 일원화 방침 결정(’19. 9. 정책조정회의)

○ (인력충원)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및 체납업무를 분석하여 인력 증원 요청

(‘19.10.23) → 1명(세무직) 배치(‘20.11.20)

○ (통합방향 全 방위적 검토) 기타특별회계 과년도 체납의 대부분을차지

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합결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20. 12.)

* (기존)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액 +(추가)주·정차과태료(버스전용차로위반 포함) 과년도 체납액
○ (관련 법규 정비)「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개정(‘21. 1.)

○ (전산시스템 구축) 주·정차시스템(도로CS)과 세외수입시스템과의 연동

체계 구축(‘21. 1.)

○ (체납액 인계·인수) 체납액 통합운영에 따른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체납액 인계·인수계획 수립(‘21. 2.) 및 인계·인수(’21. 4.)

4. 장애 극복

○ (징수 전담인력 부족 극복)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인력이 부족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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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담당 직원들의 협업을 통해 납부자 주소 일괄 정비 및 오류

자료 정비 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 하였음.

○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납부 편의를 위한 지방세입

5개분야*를 한번에 조회, 일괄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20. 8.)

     *5개분야 : 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 납부자가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위해 각 부서마다 문의하여

각각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불편함과 건별 수수료 부담 해소

○ (전산시스템 연계 및 자료구축) 새올 도로CS와 세외수입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 완료, 과태료 부과자료 등 46만 건 (①고지자료 ②수납자료  
③압류파일) 이관 구축(’21. 4.)

○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현년도 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후 미수납분

본부과 처리 및 고지서 발송 업무 지원 등 부과부서와의 협조체계

를 유지하여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지속 노력

<업무흐름 >

도로교통CS 도로교통 CS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통합발급

수납

(자진납부)

미수납

연

계

본부과

징수결의

(고지서 발급)

수납 및 

체납관리

○ (실무자 역량강화) 현년도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부과부서에서는

잦은 인사이동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와 징수업무를 병행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다소 미흡하며, 체납처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체납관리의 어려움

※ 새올 도로교통CS 기존 부과 자료는 새올의 자료추출 스크립트로 추출하여 표준

세외수입 시스템에 구축 작업 완료, 이후 부과자료는 자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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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현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많은 주요 부진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담당자 역량강화 및 체계적 체납관리

5. 성과

○ 이월 체납액 이관 후 교통사업 특별회계 징수 현황

(표준세외수입시스템 기준/단위 : 백만원)

   
   ※ 업무 이관 후 전년 동기 대비 징수액 165%(4.3억→7.2억)

○ (정기적 합동영치반 운영) 차량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통합 징수

활동 추진(10개조 26명 편성) * 자동차 관련 과태료 = 책임보험 + 검사지연 + 주정차위반 과태료

- 주정차과태료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 연계 구축(’20. 8월)

- 모바일 영치폰 추가 구입(’21. 5월/3대) ※ 10월말 기준(예고문283건, 영치37건)

○ (다양한 체납처분) 압류효력 상실(차령초과말소 등) 체납에 대한 다양한

압류방안* 구축 및 정기적인 체납고지서, 각종 통합 안내·예고문 발송

시스템 마련

    ※ 지방세·세외수입·자동차관리·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일괄조회 ⇨ 차량, 부동산, 환급금, 예금 등 대체압류

○ 부서별 산재된 징수업무의 통합관리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체납액 집중관리를 통한 조기채권 확보 및 효율적 조직 운영

○ 실효적인 체납처분관리로 세수증대 및 시민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구  분 담당부서 연도별
과 년 도

이월체납액
징 수 액

체납액대비
징 수 율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원관리과 2021
(21.10기준) 2,817 717 25.4%

교통정책과

2020 2,602 432 16.6%

2019 2,379 352 14.7%

2018 2,007 35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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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부동산 거래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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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 전국최초 부동산거래신고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21. 3. 1. ~ 6. 4.
 ○ 압류대상 : 아파트 분양권
 ○ 대 상 자 : 경기도 및 시·군 체납자
 ○ 추진내용 :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이용분양권에관한 체납처분절차를

획기적으로개선

② 추진 경과

 ○ ‘21. 3. 3. : 경기도 내 아파트 일반, 재건축, 정비구역 건축 사업승인
사업장현황 제출 요청(시군 공동주택과 등)

 ○ ‘21. 4. 5. : 건축사업장(경기도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등)에 분양권
현황 요청 

 ○ ‘21. 4. 8. : 분양권압류 절차 전면 재검토하여 국토교통부에 전국
부동산 거래신고(분양권) 자료 요청

 ○ ‘21. 5. 26. : 체납자 전국 분양권 압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의 허점을 이용하여 체납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및 신탁사가 분양권을 관리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에 근거 거래정보제공 거부로 조사가 불가능 
하여 새롭고 효과적인 징수방법 개발 필요

  - 기존, 압류는 해당 지역 내에 분양자를 특정하고 각 분양자로부터 체납자의
분양권 보유 여부를 하나씩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 

 ○ 이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전국 분양권 전수조사 및 체납처분 실시

④ 우수사례

내용

 ○ 각 분양자별 확인절차라는 시간적 한계와 신탁사의 분양정보는
확인 불가하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전면 재검토 하였고, 분양권이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대상임에 착안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 신속한 전국 분양권 압류 추진

 ○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

⑤ 성과

 ○ 경기도내(시·군포함) 지방세·세외수입체납자 505명(체납액 27억원)이
보유한아파트분양권 570건(2,700억원)을체납처분하여총 124명으로
부터 5억원 징수

 ○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한 분양권 압류는 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적 전파와 상시 체납처분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입 증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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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극복! 분양권 스마트 압류

[(전국최초) 부동산 거래신고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1. 과제 선정 내용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국의 아파트
분양 건수는 342,512건에 달함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도자료(배포일시 2021. 6. 29.)
 ○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분양자를 특정하고 각 분양자로부터 체납자의 분양권 존부를 하나씩

대조하여 확인하는 기존 방법으로는 체납처분의 한계가 있었음

 ○ 분양권 거래정보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하며「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제정된

것] 제3조1항에 따르면 분양권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
고, 2017. 1. 20.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 그 대상임

 ○ 그러나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분양권 압류 사례의 부재로 징수업무
담당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많은 체납자의 분양권이 부동산

소유권으로 전환되어 시세차익을 남기고 처분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여 체납자 소유 분양권 압류를 활성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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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원인 분석

 ○ 기존 방식
   - 시·군 해당 사업승인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분양자 특정 후 분

양자에게 분양권(입주권) 전체 현황자료를 요구하여 압류 진행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아파트 분양권 압류 

계획
시·군 공동주택과 등 

자료요청
(조합·시행사 등 자료)

시·군 자료 취합 및 
조합·시공사 등 

분양권담당자 확인
(4주 소요) 

   

4 단계
⇨

5 단계
⇨

6 단계
아파트 조합·시행사 등 

전체분양 자료요청 
조합·시공사 등 분양권 현황 전체 자료 취합

(3주 소요)

도, 시·군 지방세 
세외수입 압류대상 

파악

   

7 단계
⇨

8 단계
⇨

9 단계
도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시·군 지방세 ·세외수입 압류 진행 통보 시·군 대상자 압류

  

   

10 단계

분양자 압류결과 회신

  -  2 ~ 5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복잡한 자료수집 절차, 자료취합 등으로

많은 기간(최소 6주 소요)이 소요되며, 자료제공을 거부하여도 「지
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 근거 부족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대부분
이 단계에서 업무진행이 중단됨

 ○ 분양자의 자료제출 거부 및 문제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11조(질문권·검사권)에 따라 분양자

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분양자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처럼 자료제출을



- 28 -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 해 당 법 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
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분양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제2항의 경우에만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결국
세외수입체납을 이유로 현황자료를 받을 수 없음

< 해 당 법 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
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
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
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
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
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
래정보등의 제공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근거

  - 2017년 1월 20일 부동산거래신고 의무화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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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그 자료를「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를 근거로 국토
교통부에과세정보를 요구 이를 활용하여 압류절차를 실행

< 해 당 법 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

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
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
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

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
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 과세정보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74조(과세자료의범위및제출시기등)에
따른구체적인범위는「지방세기본법시행령」 [별표 3]는다음과같음

번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 제출받을
기관

과세자료
제출시기

1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
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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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한 분양권 압류절차 마련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도, 시·군 지방세 

세외수입 압류대상자 
파악

국토교통부 자료요청
및 회신

(1~2주 소요)
도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4 단계    
⇨

5 단계    
⇨

6 단계
시·군 지방세 ·세외수입 압류 진행 통보 시·군 대상자 압류 분양자 압류결과 회신

  - 기존 2 ~ 5 단계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에 전국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분양권)를 확인 및 도, 시·군 체납자 분양권 압류

○ 분양권 압류 시 분양자를 제3채무자로 등록하고 분양자에게 압류 여부를
반드시 회신받아야 함

4. 장애극복

 ○ 분양권 자료취합의 한계

  - 경기도내 현재 분양중인 분양자는 282곳으로 확인되며 각각의

분양권 담당자 파악과 공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확인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으로 대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조합이 많았으며, 
공문발송 회신 기간이 최소 6주나 소요되었고 신탁사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자료취합의 한계가 발생

 ○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한 분양권 압류한계 극복

  - 분양자의 비협조 및 신탁사의 회신 거부로 전체 자료현황을 제공 받을
수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압류절차를 전면 재검토하였고 그 과정

에서 분양권이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대상으로 과세자료임을 확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분양자의 협조 없이 신속한 전국 분양권 압류를 할 수

있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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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  

 

 ○ 부동산거래신고 정보 조회결과 경기도내(시·군 포함) 지방세·세외수입
전체체납자(50만원이상) 중압류대상자는 505명으로체납액금2,674,860천원
(세외수입443명금2,541,635천원, 지방세62명금133,225천원)에대해체납처분을
실시총 126명에대하여금531,656천원(세외수입 103명금505,895천원, 지방세
23명금25,761천원)을징수

 ○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한 압류 방식은 전국최초로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전국 분양권 압류가 가능하게 하였고 이후 대전시, 
광주광역시, 나주시, 충청남도, 양산시 등에 압류기법을 전파하여

양산시, 아산시에서 분양권 압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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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지역 분양권 압류 언론보도 자료

○ 분양권 상시 체납처분 시스템 구축 및 개발중인 차세대 세외수

입전산시스템에 연계조회 시 체납처분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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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재산조회 의뢰 요청 공문(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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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경기도 언론보도 자료



- 35 -

경기도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행 압박에,

체납자‘두 손’든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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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행”압박에, 
 체납자‘두손’든 감치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사업명칭 :‘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행’압박에, 
               체납자‘두손’든 감치
○ 추진기간 : 2020. 10. 28. ~ 2021. 04. 12 
○ 사업내용 : 31개 시·군 과태료 체납자 체납액을 합산, 
              고액·상습 체납자 검찰청에 감치 신청

② 추진 경과
○ 2020.10. 시·군 백만원이상 과태료 자료 요청
○ 2020.12. 도자체분 감치 대상자 납부불성실 조사
○ 2021. 1. 도자체분 1건, 검찰청에 감치 신청 접수
○ 2121. 2. 시·군 감치 대상자 납부불성실 일제 조사
○ 2121. 4. 시·군 과태료 체납자 4건 검찰청에 감치 신청 접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장애 – 통일된 시스템이 없고 다양한 항목의 과태료는
자료수집 및 체납처분에 어려움 발생

        - 인신구속적 처분에 대한 시·군의 부담감
        - 다수시군 체납자에 대한 담당 시·군 지정의 문제
        -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시군과 검찰·법원의 시각차이
○ 극복 – 도에서 감치 우선 진행후 매뉴얼 작성․전파하여

시군의 부담감 감소
        - 도·시군 계속적 업무협의 통한 합리적 결론 도출

④ 우수사례
   내용

○ 건당 부과금액이 소액인 과태료의 특성상 하나의 시․군에서
감치를 신청하기엔 체납액 천만원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우나, 도-시․군 과태료 합산으로 감치 추진 가능하게됨

○ 여러 시․군에 걸쳐 과태료 체납된 경우, 시행착오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 마련하여 담당 시․군 결정

○ 감치업무 매뉴얼 작성으로 시․군에서도 신속한 업무 처리 가능

⑤ 성과

○ 장기·고액·상습·악성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정리 계기.
  - 감치대상자 1,106명(체납액 238억원) 중 5명(체납액 3억원) 

감치 청구, 5.4억원(40명) 징수, 분납진행(136명, 32억원)
○ 납부불성실 조사 결과, 징수불능건의 체납처분 방향 설정
  - 생계형 체납자 34명(6억원) 결손처리
○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전국 최초 감치 진행
○ 과태료 체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상승 및 납세의지 제고, 

道의 조세정의 의지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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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행”압박에, 

            체납자‘두손’든 감치(監置)

1  과제 선정 내용

○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질서유지 수단이지만 세금이 아니라는 점

에서 이에 대한 저항도 많아 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다수의 과태료가 체납 상태임에도 계

속적인 영리 활동을 함으로써 조세정의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

황이 발생하고 있음. 
  ○ 과태료는 건당 부과금이 소액이라 체납처분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고, 시군을 오가면서 발생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통합된 구

축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체납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도-시군 연계

를 통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감치업무를 추진

2  문제원인 분석

○ 과태료는 3만원 주정차 위반부터 100만원이 넘는 소방화재예방

의무 위반 등 항목과 금액이 다양하고 위반 할 때마다 부과되기에

납부의무자 한명에게 수백 건의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많음

  ○ 또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으로 인하여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이행을 안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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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이상 경기도 과태료 체납자 현황 분석(2020.12.31.기준) 
                                                              [단위: 건, 원, 명]

   

유형 체납자 수 체납 건 체납액

일백만원 이상 총 체납자 95,867 1,100,446 240,079,817,78
7 

천만원 이상 체납자 1,106 97,076 23,801,617,345
  ○ 이와 같이, 체납된 과태료를 정리하지도 않고 정리 할 의지도

없으며, 계속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이 과태료 항목
의 특수성, 부과징수 시군의 경계적 한계성, 담당자들의 업무
적·시간적 한계성에 부딪쳐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3  방안 마련 및 실행

<방안마련>

○ 경기도는 위와 같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과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현하고, 사회적 경종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군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감치

신청함

    
 ※ 감치조건:
  • 1천만원 이상 + 3건 이상 + 1년 이상
 • 납부불성실(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행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감치(監置)에처할수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
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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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사항> 
  ○ 2020.10월 시군 과태료 체납자 자료 요청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든 과태료(개별 시스템 운영 포함)  
    - 시군별 100만원 이상 과태료(95,867명, 110만건, 2,400억원). 
  ○ 2020.12월 도 자체분 감치대상자 납부불성실 조사

    - 도 자체분 감치 대상자 6명 납부불성실 조사

    - 1명 감치확정, 2명 분납 및 소송중, 3명 납부불성실 없음.  
  ○ 2021.1월 도 자체분 1건 전주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 완료

    - 시군별 감치대상자 전송 및 업무매뉴얼 전파

  ○ 2021.2월 시군별 감치예고통지서 발송 및 납부불성실 조사 실시
    - 감치대상자 1,100명, 당해시군1) 729명, 다수시군2) 371명.
  ○ 2021.3월 시군 최종 감치 신청 대상자 도-시·군 공동 점검

  ○ 2021.4월 시군 고액·상습 체납자 4명 검찰청에 감치 신청 완료

  < 감치 진행 과정 >  

    

1단계

⇒

2단계

⇒

3단계

⇒道→시·군 
과태료 자료 요청

道(시군합계)
감치 대상자 추출

道→시·군 
감치 대상자 

주소지 현행화 및 
시군통지

                                                       

4단계

⇒

5단계

⇒

6단계

시·군
감치 대상자 
우편예고  및 

납부불성실 조사 

시·군→道 
납부불성실 조사 및 
우편독려 결과 수신

道, 시·군 
감치 대상자
 검찰청 고발

1) 당해(當該)시군: 1개의 시·군에만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2) 다수(多數)시군: 2곳 이상의 시·군에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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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 극복

 ○ 인신구속적 처분이기에 시군에서 감치 처분에 대하여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음

    ⇒ 경기도에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 선제적으로 감치 신청한

이후, 시군에 전파함으로써 혼동을 줄였고, 도-시·군 상호 지속
적인 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함.  

  ○ 다수시군 체납자에 대한 담당 시군 지정의 어려움 : 감치조사
대상자(374명) 중 2개~13개 시군에 걸쳐 과태료 체납 내역의 
담당 시군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입장 차이 발생.

    ⇒ ① 경기도 거주 체납자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해당 시·군이 담당
       ② 소재지가 관외지역인 경우는 체납액이 가장 많은 시·군이 담당
  ○ 감치 신청 결과에 대한 능동적·적극적 대응

     - 시‧군 감치신청 4건은 검찰청에서 각하 또는 불기소처리

     - 도에서 신청한 1건은 검찰청 기소 후, 체납자가 재판 출석하여
국토부 과태료 일부 납부(29만원) 후 잔액 성실납부 약속하여
법원에서 재판 종결 선고. 

     - 체납자는 국토부에도 과태료 체납이 26억 7천만원에 달하고, 
감치재판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체납과태료 납부내역이 전혀

없는 등 납부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치 2차 신청하

였으나 검찰청에서 기각

     - 체납자에 대한 자료 보완 후 감치 3차 신청 예정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청과 검찰청‧법원의 인식

이 다르다는 점에서 감치 재청구를 통한 도의 조세정의 의지

전파 및 과태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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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 과

○ 감치대상자 1,106명(체납액 238억원) 중 5명(체납액 3억원) 감치
청구, 5.4억원(40명) 징수, 32억원(136명) 분납

   

    인원 금액
합  계 1,106 23,801

감치 ·납부

감치신청 5 277
완납 16 411

일부징수 24 130
분납 약속액 136 3,239

조사중
·기타

독려 및 조사대상 93 2,026
분납중(기존분납건) 37 499

제외(납부불성실 없음, 결손, 기타) 795 17,219
 ○ 감치 대상자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징수불능건에 대하여

결손 자료를 구축

    - 감치 제외대상 중 34명 6억3천만원 결손 처리

  ○ 건수 많고, 징수독려 어려운 자동차 과태료 정리 계기 마련

    - 과태료 항목 중 주정차과태료가 46%, 자동차손해배상법(책임보험)이
33% 차지

  ○ 우수징수 사례
◈ A시 △△운수 : 체납액 7,800만원 분납(2021. 9월까지 완납약속)

   ⦁버스가 100대가 넘고, 고정노선만 5개 이상에 매년 정부와 자치단체로
부터 약20억원의 보조금을 수령 받는 **운수는 무정차 및 승차거부에 
따른 수년간 수백건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감치 통지 후 납부 
약속 

◈ B시 △정△ : 체납액 7,400만원 완납

   ⦁신용점수 700점이며, 대출 등 경제 활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과태료를 수년간 체납하다가 감치 통지 후 완납 

◈ C시 △△물류 : 체납액 3,900만원 (1,500만원 납부 후 잔액 분납)

   ⦁화물트럭 등을 여러 대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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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130건 체납하다가 감치 예고 통지 후 납부
◈ D시 등 12개 시군 체납중인 △△캐피탈(주) : 체납액 3,700만원(6개 시군 

1,700만원 완납, 6개 시군 납부 시기 협의 중) 
   ⦁렌트카 운행 중 발생된 과태료를 렌트카 회사와 운전자가 서로에게 책

임을 떠밀며 납부 하지 않다가 감치 예고 통지 후 렌트카 회사에서 일
괄 납부



- 43 -

Ⅱ. 신규수입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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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골재,

강원도가 직접 입찰ᆞ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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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 골재, 강원도가 직접 입찰·매각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강원도 전역

○ 추진기간 : 2021. 3월 이후 지속

○ 사업내용 : 골재채취 예정지 부존량* 시험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부존량 : 천연적으로 파묻혀 있는 자연 자원의 양(하천골재, 모래 등)

② 추진 경과

○ ‘21.03. : 골재채취 예정지 부존량 시험계획 보고(도지사)

○ ‘21.03. : 하천, 육상골재 부존량 시험 안내 및 홍보(18개시·군)

○ ~현재 : 하천, 육상골재 부존량 시험 추진(7개시군 12개소)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하천 준설 시 골재채취업자에게 대행하여 골재 채취

⇒ 골재채취예정지조사후지자체에서직접매각하여세외수입증대

※ 강원일보 보도(`21.2.30) : 도 전국최초로 골재직접 입찰매각 도입

○ 골재 채취 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정확한 부존량(모래함량

50%이상) 산정의 필요성 부각(모래, 자갈, 막자갈 함량)

⇒ 전문적 · 객관적 품질시험 결과 제공으로 정확한 부존량 결정

④ 우수사례

내용

○ 하천 준설토를 골재업체 대행에서, 지자체 직접 입찰·매각
    전환으로 지자체·도의 하도정비사업 예산 절감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 (고부가가치 발굴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수해피해 사전예방, 자원 재활용 수급, 하천 정비효과로

예산절감, 하천생태계 보존 등 여러 부수적인 효과

⑤ 성과

○ 하천, 육상골재 부존량 시험 추진 현황 (`21년 6월말 현재)
  - 접수현황 : 7개시군 12건

  
구 분 계 완 료 신 청 계 획

현 황 12 4 2 6

  - 수수료 수입 : 4건 / 10,372,400원
 (*‘21. 03부터 시행하여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

 이상의 신규 수입이 발생)
○ 횡성군의 경우, 부존량 시험을 통한 골재매각으로 16백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 및 골재채취에 따른 정비효과로

예산절감의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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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강원도가 직접 입찰·매각한다!

골재채취 예정지 부존량 시험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1. 과제 선정 내용

❍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골재

를 직접 매각하는 제도를 도입 하였으며

❍ 기존의 부실공사 예방 및 성실시공 유도를 위한 단순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에서 탈피, ‘재해예방+환경보호+세외수입’증대 방안 구축

❍ 강원도 내 최근 3년간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징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4개 시·군(횡성, 평창, 정선, 인제)에서 약 10억 원의 세외

수입을 확인, 나아가 강원도 지방하천 2,974km를 대상으로 부존량

시험을 통한 골재매각을 진행한다면 막대한 세외수입 증대를 예상

2. 문제원인 분석

□ 문제점

❍ 기존 골재매각의 진행은 지자체가 골재업체에게 채취허가만

내주고 업체는 일정량의 사용료만 지불하고 수요자에게 골재를

매각하는 구조

- 골재업체가 부존량에 관한 정보없이 실제 존재하는 골재양보다

부풀려서 수요자에게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 발생

□ 추진방법

❍ 해당 시군에 있는 하천을 대상으로 강원도 품질시험실에 부존량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입찰·매각을 진행하

여 세외수입을 늘리는 구조

- 정확한 부존량 정보를 바탕으로 매각함으로써 올바른 매매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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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안 마련 및 실행

 □ 도로관리사업소
❍ 대상지역 굴착 깊이, 시료채취 방법 협의, 부존량 결정(모래,골재,호박돌)

실시간 통보 및 품질관리시험 제도 지속 홍보·안내

- 기존의 품질시험에서 벗어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방법 지속홍보

-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회의 시 부존량 시험 및 모래 매각입찰제도 알림

 □ 지자체(시·군)
❍ 지방하천 내 대량의 준설토 발생구간 조사·선정,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 「골재채취법」제22조(골재채취 허가) :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

❍ (절차)

     

골재채취예정지 부존량* 시험 의뢰(시군→강원도 품질시험실) ⇨ 부존량 결정 
⇨ 시군별 관내 골재업체 매각입찰 추진 ⇨ 매각대금 세입으로 인한 세수증대
* 부존량 : 천연적으로파묻혀있는자연자원의양(하천의경우, 골재·모래 등)

<관련사례(도로건설공사)>

터널 굴착 및 흙깍기 등에서 발생되는 사토량 중 발파암 발생 시 인근 골재채취업

체가 참여한 암매각 입찰로, 공사비 절감 사례 다수   

 □ 골재채취 매각처리 절차                    

     

준설토 구간 선정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 / 시·군)

⇒
부존량 품질시험 

(도로관리사업소)
⇒

골재 매각 개찰, 

계약(시장·군수)
⇒

   

매각대금 세외수입

(도/시·군, 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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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 부존량시험 추진 방법 개선 

    

기

존

변

경

4. 장애극복

❍ 하천 준설 시 골재채취업자에게 대행하여 골재 채취

→ 시·군이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 후 직접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하천골재 채취 시 정확한 부존량 산정의 문제점 노출

→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정확한 부존량과

품질시험 자료 제공

※ 골재채취 부존량 시험제도 지속적 홍보를 통한 개선방안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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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 도내 246개 지방하천 2,974.6km 골재채취예정지, 부존량 시험에

의한 골재매각으로 세외수입 증대(연례반복으로 안정적 수입증대)

❍ ‘재해예방+환경보존+세외수입증대’방안마련으로새로운건설산업체계

구축

- 하천 내 준설토 정비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사전예방

- 매년 하천관리청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던 하천정비사업을 골재

채취를 통한 정비효과로 예산절감

- 골재채취에 의한 어족자원 서식지 확보로 하천생태계 환경보존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골재, 모래의 원활한 재활용수급으로 환경보존*
* 기존골재, 모래수급은채석장을통한수급으로환경단체반발, 적대적관계성립

6. 성과 및 향후계획

❍ 하천, 육상골재 부존량 시험 추진 현황

- 접수현황 : 12건  

       
구 분 계 완 료 신 청 계 획

현 황 12 4 2 6

- 수수료 수입 : 4건 / 10,372,400원 (도 사업소 세외수입 증대)
(*횡성군 2, 평창군 1, 삼척시 1)

❍ ‘21. 03부터 시행하여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 이상의

신규 수입 발생

- 향후 하도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계기 구축

❍ 이를 위해 부존량 시험제도 안내, 지속 홍보로 세외수입이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횡성군의 경우, 부존량 시험을 통한 매각사업으로 16백만 원의 세외

수입 증대 및 주천강 상류 일부의 골재채취로 하천정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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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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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후손나무가 돈 벌어준다!

(자목 유상분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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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 후손나무가 돈 벌어준다!(자목 유상분양 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일원 자목 양묘장

○ 추진기간 : 2008년부터 ~ 계속
○ 사 업 비 : 1,939백만원
○ 사업내용 : 정이품송과 정부인송 자목 유상분양

② 추진 경과

○ 2008년 솔방울에서 씨앗 채취 후 자목 양묘
○ 2010년 ~ 2016년 군유림(2.4㏊) 양묘장에 자목 이식 및 식재
○ 2019년 3월 문화재청 자목 분양계획 승인
○ 2020년 12월 정이품송 자목 100주 분양 실시 (100% 완판)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솔방울 씨앗 채취 후 양묘ㆍ식재 어려움

   - 노쇠 솔방울 씨앗 채취, 발아율 30%, 수차례 묘목 이식
○ 문화재청 “자목분양은 유전자원 보존 취지 제한”제지

   - 사업의 공익성과 당위성 주장하며 문화재청에 재검토 요청
   ➩ 후계목은 천연기념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
   ➩ 분양 이후에도 후계목의 가치 훼손과 불법적인 거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방침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판매 승인 후 사업 재개 

④ 우수사례

내용

○ 자목 분양수익금은 유전자원 보존과 명품 숲 조성 등 재투자

   - 보은군 추모 자연장지 조성 후 수목장 활용 예정
○ 유전자 분석을 통해 친자 확인된 자목에 한해 인증서와 함께 분양

하여 공신력 확대 및 자원가치 상승

○ 천연기념물 후계목의 가치 보존ㆍ확산을 위해 정이품자목
    관리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⑤ 성과

○ 이윤창출 극대화 및 자치단체 우수사례 : 투자대비 수입이 큰
    전국 최초의 우수 사업소득이며, 친환경 모범 사업
○ 보은군 브랜드 제고 : 지역 소재 천연기념물 활용을 통한 자치

    단체 이미지 향상과 자목관리로 신뢰성 향상 기여
○ 세외수입 매년 2억원 이상 수입 발생 (보유자목 : 2만1천 그루) 

   
연도 수입액(예상액) 분양자목 그루 1그루 당 가격
2020 88,500천원 88 1,000천원
2021 220,000천원 200 1,100천원

    ※ 총수입 예상액 : 231억원 예상(보은군 지방세 연간수입액)



- 53 -

자목 유상분양 사업을 통한 판매수입 증대

- 후손나무가 돈 벌어준다후손나무가 돈 벌어준다후손나무가 돈 벌어준다 ! -

1. 과제 선정 내용

❍ 지역문화 콘텐츠 활용의 다각화

 - 보은군의 대표적 문화상품인 정이품송과 정부인 소나무는 오랜 수

령 및 역사적 가치, 빼어난 수형으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보존

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103호와 제352호로 지정되어 있다.
 - 또한 속리산 일원의 주요 관광 콘텐츠인 정이품송과 정부인 소나무

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호기심을 자아내며 주요 사진 촬영 장소로써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 기존의 지역문화 콘텐츠처럼 관광객들이 방문해 단지 바라봐 주기
를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이 아닌, 전국 각지의 일상 속에서 개인

및 관공서 등이 직접 소유ㆍ관리하는 문화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
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았다.

❍ 보은군 홍보를 위한 특화 브랜드 개발

 - 보은군에서는 천연기념물 정이품송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인

『정이품송으로 마실 가자!』를 201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고 있고, 

 -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난 수년간 작지만 실속 있는 강소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에“보은군”을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존의 문화재 관람이나 체험 형태가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자목 유상 분양 사업을 계획하고 특화된 브랜드로 개발해 이제 결실을

얻어 보은군의 손꼽히는 우수사례로 홍보함은 물론 세입 증대까지

기대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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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원인 분석

❍ 영구적 보존과 관리의 한계

 -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은 수령이 600년 이상 된 노송들로써 철저한 
관리와 보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생물학적 특성 등

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 종이 아닌 개체에 부여된 천연기념물은 결국 언젠가 소멸을 할 수밖에 
없기에 그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한 때이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해 보호수 관리에 투여되는 예산은 적지

않다. 보은군의 경우 2021년 병해충 방제 사업에 49백만원과 정이

품송, 정부인송, 속리산 망개나무, 용곡리 고욤나무의 정비사업에

24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에 보은군에서는 날로 노쇠

해지는 내외지간인 두 소나무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자목 양성사업을 기획했고, 천연기념물인 보호수의

관람뿐만 아니라 자목 유상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보호수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 문화재로서 활용의 제한성

 - 문화재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것의 유일성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문화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한된 형태로만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면 문화재의 가치는 한정된 틀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자원인 천연기념물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부여와 함께 대중 확산에 힘을 보태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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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안 마련 및 실행

❍ 솔방울 씨앗 채취에서 양묘까지 육성 과정

 -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은 2008년 솔방울에서 채취한 씨앗으로 발아

시켰다. 노쇠로 인해 솔방울이 일반 소나무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처음 정이품송의 씨앗을 발아시키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 발아율도 일반소나무의

30 ~ 40% 수준에 그쳐 싹을 틔우는 데 어

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발아 성

공률을 높이기 위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묘목대행 생산자를 지정, 전문가를 통한 생산
을 추진했다.

   이렇게 어렵게 발아시킨 씨앗으로 묘목을

기른 뒤 2010년 처음으로 보은군 군유지에
조성된 양묘장으로 옮겨심기 시작하였다.

   규모 약 2ha의 양묘장은 정이품송과 정부

인송이 자라온 토질과 기후가 비슷한 속리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그림1> 양묘 과정속의 사진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묘목을 옮겨 심었고, 
이식한 연도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10년생 소나무는 높이 4~5m, 밑동 지름은 약 15cm 정도이다. 가장
최근에 이식한 소나무도 1~1.5m 정도로 자랐다. 묘목이 키만 크고

웃자라게 되면 병충해에 취약할 수 있어서 비료를 따로 주지 않는 등 
자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보은군 군유지 양묘장에

옮겨 심어 관리하고 있는 자목은 총 2만1천여 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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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수령별 후손 자목 수량                                                     (단위: 본)

    

        임령 
종류 계 10년생

(2010)
9년생

(2011)
7년생

(2013)
6년생

(2014)
5년생

(2015)
4년생
(2016

)
정이품송 자목 10,000 300 1,700 1,700 2,900 1,600 1,800
정부인송 자목 11,000 300 1,800 2,000 3,100 1,600 2,200

❍ 자목의 품질 보증 및 공신력 강화

 - 매년 자목 200여 본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정이품송 유전자 마커(형질

유전자의 유무를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전자)와 비교하는 유전
자 검사를 통해 형질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 자목 인증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통과 한 것에 한해 보은군과 전문기관(충북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정이품송 자목으로 인정한다는 인증서 발급으로 자목의

품질에 대한 확신과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그림2> 자목 인증서 및 관리카드

-  2021년 자목의 분양가격은 수령 및 수고 등 품질에 따라 결정됐으며 
유전자 검사비와 묘목의 관리 ․육성에 소요된 비용 및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자목의 가치를 반영하여 110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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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및 공공부분 분양 

 -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자목 100주에 대한 분양완료에 이어, 올해 2월
에도 200주 분양 공고 시 민간분양 경쟁률이 2.2대 1에 달하는 등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분양 신청 문의 전화가 쇄도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관심에 
보은군에서는 구매 희망자들의 명단을 따로 만들어 향후 분양에

대비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경남 양산시 안성시 도시공원 호남대학교

  

   <그림3> 공공기관 및 개인 분양한 사진

❍ 자목분양 후 사후관리 어려움 및 예상 세입

 - 개인이나 비전문가가 분양 후 소나무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관리사의 유상 출장을 통해 소나무가 부모의 아름다운 수형을 닮아

가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천연기념물 자목 육성현황 및 활용계획의 
총 보유 수량으로만 보자면 명품 숲, 기념공원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수량이 13,750주이고 민간 분양을 포함한 수량은 7,250주로 1년에 
200주를 110만원(매년 1주당 10만원 인상 예정)에 판매해도 매년 약 2억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전량 판매한다면 보은군 1년 지방세 수입에 
버금가는 231억원의 세외수입 징수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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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천연기념물 자목 육성현황 및 활용계획

지 정
명 칭

규격 공익목적 활용현황 및 계획
잔
여
량

(주)

민간
분양
가능 
자목 

개체수
(주)

연도별 분양계획

연령 수고
(m)

근원
직경
(cm)

수량
(주)

기념공원 등 
조성 기념식수

수량
(주) 연도 수량

(주) 연도 20 21 22 23 향후

정이품송 10 4∼
4.5 15 300 20 2016~

2019 280 100 5 10 85

정부인송 9 3∼
3.5 15 1,800 1,060 2020 740 50 5 45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정이품송 5 1.5∼
2.5

3∼
6 1600 600 2020 1000 700 100 200 195 80 125

정부인송 5 1.5∼
2.5

3∼
6 1,600 640 2020 960 120 5 115

계 21,000 13,730 20 7,250 2,000 100 200 200 200 1,300

4. 장애요인 극복

❍ 문화재청 자목분양 제지 극복

 - 보은군은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DNA 추출 및 복제나무를 
만들어 우수한 형질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자목 양성사업을 
기획했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언젠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천연기념
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상징성과 자원의 가치를 지속시키는 일련의 
대안으로 양질의 자목 생산에 힘을 기울여 왔다. 

 - 처음 정이품송 자목을 민간에 유상 분양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화재청이 이를 제재하여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정이품송 자목의 
판매가 유전자원 보존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다. 단순히
이 사업을 자목 판매의 수익발생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문화재청의

권고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의 요점은 자치단체의 세입이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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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 언론에 소개된 기사 

- 유사한 사례인 호주의‘공룡소나무’를 살펴보자. 호주의‘울레마이 파인
인터내셔널'은 시드니 울레마이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희귀식물인 울레
마이 소나무(Wollemi Pine), 이른바 공룡소나무를 배양하여 전 세계로 
판매하는 것을 추진하고, 판매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울레마이 소나무와 
그 밖의 멸종위기 수종을 보전하는 사업 등 환경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례를 적용해 본다면 정이품송 자목 유상분양이 
유전자원 보존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보은군은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공익성과 당위성을 강력
하게 주장했고,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문화재청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자목은 천연기념물이 아니며 
유전자원 보존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통해 일반가정

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 자목과 정부인송

자목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 후계목 가치와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 솔방울 종자로 번식시킨 자목은 부모 나무의 잎 시료를 채취해서

자목과의 DNA를 비교 검정하여 부모의 친자확인을 통과한 자목만을 
후계목으로 인정한다는 인증서 발급과 함께 자목이 훌륭한 혈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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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다는 정통성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유전자 마커는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 유사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며,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목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5. 성  과

❍ 저탄소 녹색사업

 - 자목 양성사업은 사업기반조성을 위한 초기 시설 투자비용이 11년간
(2010년~2021년) 1,539백만원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향후 관리비용
은 적어지고 지속적으로 수입이 창출되는 미래가치는 훨씬 더 클 것으
로 예측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설사업에 비
해 기간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저탄소 녹색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표 3> 기 투자한 사업비 내역 및 향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 투자
(2010~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1,939 1,156 297 86 100 300

시 설 투 자 1,240 917 253 30 40
유 지 관 리 비 503 117 36 50 50 250
인  건  비 134 60 8 6 10 50
기     타 62 62

 

❍ 장기적인 세외수입원 확보

 - 정이품송 자목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재청이 공식적으

로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의 민간분양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전국 테마공원, 도시공원 등에 세조와의 인연을 홍보하며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해 식재하고 있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자녀나 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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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을 축하하는 탄생목으로, 부부애를 기념하는 부부나무로, 고인을 
기리는 수목장 등에 사용할 목적의 다양한 사연들로 분양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인송 자목은 정이품송 자목보다 유명하지 
않아 자목으로 호불호가 있지만 유명한 부모나무의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적극 홍보하면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아름다운 소나무의 기개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자목을 통한 관광네트워크 조성

 - 현시대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정이품송과 정부인송은 보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자목들은 전국 공공기관에 150그루가 분양됐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공원 등에 2,770그루가 조성되어 있고, 일반 가정집에는 
150그루가 자목을 통해 보은군과의 인연을 맺어 전국 각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자목으로 맺어진 인연들이 예전의 아름다운

수형을 기억하고 부모나무를 보기 위해 보은을 다시 찾게 된다면

현재는 나이가 들어 푸근한 노년의 부모 나무와 도약하고 있는 새로운 
보은 또한 만나게 되고 다양하게 마련된 관광자원도 체험하는 등

관광활성화는 물론 보은이 소나무와 대추의 고장임을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heritage.go.kr
「속리산 정이품 소나무와 정부인 소나무」-새로쓰는 사랑이야기의 블로그
「벼슬나무‘정이품송’」, 충북일보, 2019.05.02.
「희귀식물‘공룡소나무’호주와 영국서 시판」, 경기일보, 2006.04.01.
「벌써 두 번째 ‘완판’정이품송 후계목 인기몰이」KBS NEWS
 보은군 내부자료

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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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해묵은 부동산 불법거래 밭에서

캐낸 실한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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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 해묵은 부동산 불법거래 밭에서 캐낸 실한 세외수입

            (43억 세입 늘리고· 불법거래 줄이고)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20. 12. 23. ~

○ 추진내용 : 신도심 청약열풍 및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구도심 투기열풍 이상거래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특별조사 전담팀을 구성·자체조사를 실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세외수입 증대 효과

② 추진 경과

○ 지자체 최초 행정조직내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구성 : 2020.12.23.

○ 불법거래 365일 상시 대응체계 구축 운영 : 2021.1.22.

○ 관계기관 및 인접시군 공조체계 구축 : 2021.1.26.

○ 조사 추진 현황

조사
대상자

조사
완료

유형별 위반의심 (명) 조치사항 (명)

계 분양권 중개사법 거래
신고법

편법
증여 기타 고발/

수사 세무서 과태료

5,734 4,348 907 578 20 181 108 20 565 113 1,184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 9월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과태료
(백만원)

90 90 100% 2,029 1,956 96.4% 2,301 2,006 87.2%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조사권한 극복 신고관청(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조사 반감 민원 감소를 위해 제출서식 등 업무절차 개선

○ 선례 없는 조사방식 및 법령해석 등 문제해결 지속적 업무연찬

○ 조사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간 공유 반복조사

④ 우수사례

내용

○ 전국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구성 부동산 불법거래 선제적

대응의 모범사례(청와대 및 국회 국토교통위 등 소개)

○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건전 문화 형성 도모

○ 사회통념상 불법 미인지 거래관습 경각심 제고 인식개선

○ 불법투기 불로소득자 과태료 징수로 세입증대 효과

⑤ 성과

○ 적극행정 추진으로 잠자고 있던 세원 발굴(43억 세입확충)

* 2020년 징수액 19.6억 전국 부동산 관련 세입의 22.4%(2019년기준)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여

- 한국부동산원 : (2020.12월) 2.31% → (2021.1월) 0.41%

○ 2021. 8월 임시조직에서 상설조직으로 확대

-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거래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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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부동산 불법거래 밭에서 캐낸 실한 세외수입

- 43억 세입 늘리고 ·불법거래 줄이고 -

1. 과제 선정 내용

○  혁신도시 이전 및 신도심 공공택지 개발로 2018년~2021년 아파트
공급 물량 급격한 증가(36개 단지, 21,294호)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열풍
이 지방에까지 가세

○  시세 차익을 노린 분양권 불법전매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조사인력 등 조직의 한계로 단순계도에 불과할 뿐 실질적

인 단속은 전무  
    -“구호만 요란한 떴다방 단속, 적발은 제로”(2018. 5월 지역일간지)
    -“형식적인 떴다방 단속,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2018. 9월 지역일간지)
○  전주시는 광역수사대 및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매제한 위반 행위

기획조사를 1년(‘19.11. ~ ’20.10.)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전매 행위 무더기 적발로 불법거래의 심각성 인식

     446명 검찰 송치 후 1,010명 28억 과태료 부과(2020~2021)

○  위 과태료 중 2020년 19.6억원 징수액은 전주시 2020년 일반회계
현년도 과태료 총 징수액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놓칠

수 없는 세입원임을 인식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시장의 관행화되

고 만연화된 불법거래 행위 근절 각성의 계기가 되는 1석 2조의
효과로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대두 

2. 문제원인 분석

○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풍부한 현금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촉발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부동산 각

종 규제가 강화되자 풍선효과로 지방으로 눈을 돌리 시작

○ 이로 인해 전주시 신도심 다량의 신규아파트 분양권이 2019.9월부터
거래량 및 가격이 단기에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불안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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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이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거액의 웃돈이 형성되어 분양권 불법전매
   가 상상 이상으로 성행하고 있음을 포착

[ 분양권 거래 실거래 신고 현황 ] 

○ 사례로 공인중개사 3명이 불법전매 분양권 11건을 수사한 결과

“고구마 줄기가 엮기어 나오듯”이 불법거래 당사자가 무려 222명
이 나왔다는 것은 투기목적의 부동산 불법거래가 만연하고 심각

⇨ ⇨ ⇨ ⇨ ⇨ ⇨
최초
당첨자

공인
중개사
(2명)

중간
매수인

(A)

공인
중개사
(2명)

공인
중개
(3명)

중간
매수인

(B)

최종
매수인

[중간매수인이 2명인 분양권 전매 사례]

전주시 공공택지 개발지구 혁신도시 A 아파트 분양권 최초 당첨자 이후로 공인중개사 
7인의 알선, 중간매수인 2인이 취득 후 전매제한 기간 경과 시점에 중간 매수인(B)이
최종 매수인에게 매도시 최초당첨자와의 거래로 가장하여 실거래 신고
⇨ 하나 물건에서 총 9명이 고발되고 총 14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4,700만원)

○ 위 심각성은 그동안 현장단속, 조사 및 행정처분의 어려움으로 지

금까지 수년 간 단속 및 조사가 미비한 허점을 노린 결과물이며

앞으로는 불법을 자행하는 은밀한 거래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나

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단속과 조사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부동산 과열양상이 2020. 12월 최고 정점에 이르자 국토부는 전

주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2020.12.18. 지정하게 되었으며,

권역 단지수 세대수(A)
전매
세대수(B)

거래
건수

전매율(B/A)
합계 34개 24,38

2 12,070 16,21
3 49.5%

신

도

심

에코 13개 8,786 4,026 5,061 45.8%
효천 3개 3,618 2,437 3,716 67.4%
만성 6개 3,751 1,573 2,015 41.9%
혁신 10개 5,518 2,783 3,566 50.4%

구도심 2개 2,709 1,251 1,855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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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부동산시장 안정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지자체 최초로 행정

조직내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지적·세무·행정 일반직 공무원 9명
과 거래동향 등 현장 경험이 많은 개업공인중개사 2명을 임기제로

채용하여 총 11명으로 임시조직 신설
○ 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화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착 하기

위해 불법투기 방지 및 자진신고 유도 홍보, 부동산 거래·조사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협조, 풍선효과로 인한 인접시군 가격급등

우려 방지 공조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 추진

   - 아파트거래동향모니터링단운영(9개권역공인중개사 12명)  : 2021.1.15.
   - 市 홈페이지 자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2021.1.20.
   -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 2021.1.24.
   - 인접시군(군산시·익산시·완주군) 공조체계 구축 : 2021.1.26.
   - 관계기관(경찰서, 세무서, LH 등 11곳) 협조체계 구축  : 2021.1.26.

   

○ 위와 같이 아파트 투기 단속을 위한 제반 요건 구축 및 운영 준비

를 완료하고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19.9월 이후 실거래 신

고자료 25,961건 중 자체 의심유형별 조사대상자 및 신고센터, 국
토부 통보자료 등의 자료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무분별한 조

사로 인한 시민의 반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

➀ 사전 준비

⇒

➁ 조사자료 징구 

⇒

➂ 정밀조사 

⇒

➃ 관계기관 통보 

⇒

➄ 결과처리 

- 대상자 선정 

- 자료 제출 요구 

- 민원응대 

- 미비서류 보완요청

- 위반여부조사

  (3회 이상 교차조사)

- 경찰 수사의뢰

- 세무서, 금융위 

등 통보

- 과태료 부과

- 관련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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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부동산 불법투기 조사 전담조직 신설 후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2021. 9월 기준으로 4,348건 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이 중 고발 및 수사 565건, 세무서 통보 113건, 과태료
부과 1,184건을 행정 조치하였다. 이는 그동안“눈 가리고 아웅”식
의 부동산 거래신고 일반화 그리고 행정청의 실거래 신고 접수 및

검증제도의 허술함을 악용 또한 실질적인 조사도 없어 그만큼 부

동산 시장에서 편법거래가 만연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

적발 유형별 내용

분양권 전매 금지 위반 : 분양권 당첨자 자금출처 불분명, 전매제한 기간내 매매
명의신탁 위반 : 매수인 거래대금 타인 조달

소득세법 위반 : 매수인 배액배상 신고누락, 차용관계 불명확 직계존비속 자금조달 
실거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 중개보수초과 및 가격외 거짓신고 등

4. 장애극복

○ 첫째, 불법거래 의심대상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시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모두 조사 및 지정이유·자료 요구 사유·부정적 행정

용어(소명, 혐의, 조사 등) 사용에 대한 반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하여 자체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하였음

< 해결방안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제8조 검토 후 정정 보완
 조사 취지 설명 및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조사 안내문 첨부
 수사기관 사용 용어 사용 지양(예시 : 소명자료 → 조사자료, 위반혐의 → 위반사항)
 매도인에게는 매수인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   

○ 둘째,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의 경우 신고관청

으로 볼 수 없어 조사 및 검증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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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市에 설치된 특별조사단은 초기 업무

추진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계획·조사 및 행정처분 통보의

모든 과정은 시에서 추진하며, 신고관청(區)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

○ 마지막으로, 자체 조사 사례가 전무하여 조사방법, 법령의 해석 및
적용, 관계기관 통보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업무연찬 및 조사 노하우 등 상호 공유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배양하였으며, 하나의 조사물건에 대하여 최소 3회 이상
상호 교차 조사 실시 또한 불법거래 의심 조사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시점까지 거래당사자와 지속적인 연락 탐문조사로 정확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안내로 납세저항 등 민원발생 최소

화에 노력

  
5. 성과 

○ 적극행정 추진으로 잠자고 있던 43억 자체세원 발굴

 - 2020년 19.6억 징수는 전년대비 22배 초급등 세입 증가로 이는

2019년 기준 전국 부동산 관련 과태료 총 세입(87.5억)의 22.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징수실적 달성이며 서울시(16.4억), 경기도
(19.4억) 징수액보다 높은 징수실적임

 [전주시 연도별 부동산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 9월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90 90 100% 2,029 1,956 96.4% 2,301 2,006 87.2%

* (전국 징수 통계-2019년 결산기준) : 부과 11,291백만원 / 징수 8,755백만원 / 징수율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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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여

 - 7차에 걸친 정밀조사 실시로 그동안 관행화된 불법거래에 경각심

제고의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공인중개사 협회의 건전거래 유도 자
정 노력,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언론 홍보 등의

결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한국부동산원 공표 매매가격지수가

2019.12월 2.31%에서 0.41%로 큰 폭으로 하향 전환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자연상승세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옴



- 70 -

〇 조직 확대로 부동산 및 세외수입 안정적 관리 - “타지자체의 벤치마킹” 
  - 노력의 성과로 1개팀 임시조직으로 신설된 『아파트거래조사단』은

8개월만(2021.8월)에 4개팀(부동산조사, 토지관리, 공간정보, 주소정보)으로
조직을 확대하여『부동산거래조사단』명칭변경 독립부서로 전환  

  - 이후, 아파트 중심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물건으로 확대하여 조사

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장기적 맞춤형 조사 관리·다각화된 자체

동향분석 체계 구축·조사기법 노하우 등을 더욱더 체계화하고 업

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가 가능하게 되어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안정적인 세외수입 관리가 가능해 짐

  - 전국민을 힘들게 만든“전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투기열

풍”그러나, “코로나는 극복, 부동산은 투기 동참”하는 형국이다. 
더구나 LH 및 지자체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불법투기 의혹

은 전국 투기열풍이 얼마나 일반화 및 정당화되고 있는지 단적으

로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조직의

한계와 업무 압박감 및 행정처분 두려움 등의 이유로 적절한 대

처를 못하는 행정 실무 딜레마에 빠져 있다. 
  - 하지만,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부동

산 불법거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여 청와대 및 국회 국토교통위

등에서 모범사례로 소개 되었으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의 43억 세외수입 자체세원 발굴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벤치마

킹(여수, 순천, 포항 등 방문 및 전화문의 다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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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최근 불법거래 심각성을 인식한 포항시의 경우 벤치마킹 이

후 전주시 운영사례를 참고로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반가

운 소식을 접하였으며, 이번 기회로 모든 자치단체가 동참하여 부

동산 투기열풍도 코로나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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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커져가는 물산업,

경주에게 물(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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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 커져가는 물산업, 경주에게 물(水)어봐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경주시 에코-물센터(경주시 천북면 소재)

○ 추진기간 : 2012년 ~ 현재

○ 사 업 비 : 5억원

○ 사업내용 : GJ-R 및 GK-SBR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② 추진 경과

○ ‘11. 9. :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4. 2. : GJ-R 국내특허 3건 취득

○ ‘15. 3. : GJ-R 환경부 녹색기술인증 취득

○ ‘17. 9. : GK-SBR 국내특허 2건 취득

○ ‘20. 10. : GJ-R 및 GK-SBR 베트남 수출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글로벌 경쟁력 및 시 수익창출 모델 개발 필요

○ 공무원 자체로 물정화기술을 연구개발 한계점 인식

○ 수질연구실을 설립,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인력 확보

④ 우수사례

내용

○ 수질연구실 설치를 통한 물정화기술 연구개발

○ 물산업 성장에 따른 물기술 보급 및 수요 증가 전망

○ 경주시 자체 물정화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이전

○ GJ-R 및 GK-SBR기술 개발을 통한 민간기업 기술이전 완료

○ 페루 타크나주지사 방문 등 기술견학 3,353명 방문

⑤ 성과

○ 총 325백만원 수입 창출

○ 국내특허 10건및중국특허 1건취득, 환경부녹색기술인증취득

○ 전국 10개소 적용 및 인도네시아, 베트남, 콜롬비아 수출

○ 금호건설, 두산중공업, 베트남 선하그룹 등 사업화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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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물산업, 경주에게 물(水)어봐

1. 과제 선정 내용

○ 설립취지 : 세외수입 분야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공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계획적인 연구가
용이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과 동시에 개발된
기술의 공공의 현장에 활용 될 수 있다. 

○ 물산업 증가 및 평등한 물 복지 구현 : 
   - 국가별 물시장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129.9억$로 전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2018년 기준)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 12위

국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규모(억$) 1,519 1,057 882 256 244 129.9

- 환경부에서 고시한 「제1차 물 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은 7,252억$ 규모(2017년 기준)로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문제원인 분석

○ 연구개발 :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은 지자체에서 운영하지만, 공무원의
특성상 주기적 인사이동에 따라 기술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물산업 현주소 :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물 산업은 제조업 및 건설
업과 함께 기술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민
간 물산업 관련 사업체 중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24.6%



- 75 -

로 그쳤다. 또한 앞으로의 기술을 위해서 연구개발 또한 진행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16.3%에 그쳤다. 또한, 국가적인 주도로 고도 수처리선진화사업 등을
추진하지만 해외진출은 5% 이내로 우수한 물기술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2019년 물 산업 관련 사업체 현황>
구분 R&D 활동 비율(%) 연구개발비(백만원)

전체 16.3 797,292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30.7 473,768

물산업 관련 건설업 5.8 135,079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청소 
및 정화업

8.7 21,479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1.7 166,965

자료출처: 2020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환경부
 

○ 수입창출 : 자체개발한 물정화기술을 활용하여 특허료 등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것에 성공하였으며, 이 같은 모범사례를 알려 전 세계적인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전국 지자체 최초 수질연구실 설립 : 경주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커지는 물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시 수질연구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Eco-물센터 내 수질연구TF팀을 신설, 이광희 연구팀장을 중심
으로 운영하여 경주시 자체 물정화기술을 개발하였다.

○ 연구실 및 연구인력 확보 : 경주시 에코물센터 부지내에 200㎡규모의
수질연구실(연구동, 홍보관, 실험실)을 건립하였으며 석․박사급의 연구인력
2명을 별도로 채용하여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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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극복

○ 연구개발 : 민간기업을 뛰어넘는 물정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 회의 및 외부전문가 자문, 수도권 박사 학위 취득 등 외부, 
내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부서간의 이해, 화합 등을 통해 성과물을 창출
하고자 하였다.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GJ-R 기술개발 : GJ-R기술은 약 5년간의 순수 경주시 자체개발한 제1호
물정화기술로써 오염된 물을 약품과 고속응집장치(경주시 개발)로 응집한
뒤 마이크로버블(경주시 개발)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부상, 분리하여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로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오존을 이용하여 최종
처리 하여 방류하는 공법이다.

- 기술의 장점
 가. 오염물질 등을 최단시간에 응집시켜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 또한 응집에 사용되는 약품 또한 절감되어 약품 비용이 축소 된다.
 다. 마이크로버블을 이용하여 정화함으로써 친환경 기술이다.
 라. 소요부지를 최소화 하여 설치 시 소요되는 설치비용이 적을 수 있다.
 마.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적 기술, 지식 없어도 운영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있다. 
○ GK-SBR 기술개발 : GK-SBR은 기존 SBR을 발전한 형태로 2개의 SBR

반응조를 사용한다. 경주시에서 개발한 하수분배장치(경주시 개발)를
이용하여 하수를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최적구간에 주입하고, 
최초로 공기로 교반하고 산소를 공급함(경주시 개발)으로서 미생물이
최적의 상태에서 하수를 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효율 방류장치
(경주시 개발)를 이용하여 하수를 정화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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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장점
가. 기존 SBR보다 처리수질이 우수하여 처리된 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 
나. SBR 공법에 비해 사용 전기량이 30% 감소하여 유지비 절감을
할 수 있다.

다. 사용 장비들의 반영구적 사용으로 장비의 유지보수가 필요없다. 
라. 혐기조와 무산소조가 없어 시공비용과 소요부지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마. 유입되는 하수량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하여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GJ-R과 마찬가지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적 기술, 지식
없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Ⅳ. 주요성과 및 실적

1. 국내

❍ 주민편의 증진
- 경주시 산내면 하류지역은 상수원인 운문댐이 있는 청정지역이다. 
하지만 상류지역에 캠핑장과 펜션이 늘어나 성수기나 강우 시 유입
되는 하수의 양이 늘어나 깨끗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기존 운영하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
요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경주시는
자체개발한 GJ-R공법을 기존처리장에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늘어난
하수의 양을 처리하여 기존 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
였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장 증설 비용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처리수를 보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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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증가
- 2017년부터 경산, 영천, 남양주 등의 지역에 자체 개발한 경주시 물
정화기술을 적용하여 특허료 약 3억 25백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 
수납하였다.

<경주시 물 정화기술 국내적용 실적>

구 분 설치지역 설치년도 공사도급액 특허료

1 경북 경산시 2017 686,400,000 41,184,000

2 경북 경주시 2017 193,704,840 11,622,290

3 제주특별자치도 2017 194,000,000 11,640,000

4 제주특별자치도 2017 174,500,000 10,470,000

5 경북 경주시 2018 175,000,000 10,500,000

6 경북 경주시 2018 203,181,818 12,190,909

7 경북 영천시 2018 345,454,000 20,727,240

8 경기도 남양주시 2018 2,610,523,636 156,631,418

9 전남 완도군 2018 413,500,000 24,810,000

10 경북 경산시 2020 323,000,000 21,180,000

11 경북 경주시 2021 100,000,000 5,000,000

계 5,349,264,294 325,955,857

(단위 : 원) 

2. 국외
❍ 2017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베트남의 선하그룹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GJ-R 기술을 적용한 상수
처리용 시설, GK-SBR 기술을 적용한 하수처리용 시설로 경주시 산내면
의곡하수처리장에 납품 완료하였으며,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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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21년 5월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와의 계약 체결로 10월
수출하여 약 1,200만원의 추가적인 세외수입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구분 공사명 설치년도 설치지역 공사도급액 특허료

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PDAM(음용수)
2017 인도네시아

20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 공동현지화 

지원사업(사업비 6.5억원)

2
선하그룹 

연구센터 내 
상수처리용

2020 하노이
400백만원

정도
20백만원

정도
3

선하그룹 
연구센터 내 
하수처리용

2020 하노이

4
라과히라주 

이동형 정수장치
2021 콜롬비아

10월 수출
(수입 12백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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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외수입 운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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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바른 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조정금 표준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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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바른땅만들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표준지 운영으로 세입증대!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사업지구: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1지구(383필지, 310,285㎡)

○ 추진기간: 2021. 1. ~ 2021. 12.

○ 사 업 비: 95,356천원(국비100%/측량비,운영비)

○ 사업내용: 사업지구 내 표준지 선정ㆍ감정평가하여 사전 조정금 산정

② 추진 경과

○ ‘21. 4. 14.: 괴곡1지구 무인비행장치(드론) 정사영상 제작계획 수립

○ ‘21. 7. 2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표준지 운영계획 수립

○ ‘21. 8. 25.: 감정평기가관 추천의뢰(감정평가협회)

○ ‘21. 9. 1.: 괴곡1지구 표준지 조정금 감정평가의뢰(프라임감정)

○ ‘21. 10.13.: 표준지 운영에 따른 경계협의 완료

○ ‘21. 10.18.~11.12.: 경계협의 완료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설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시책발굴: 조정금에 산정시점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관리방안 마련

○ 시책지원: 사업지구 내 자체보유 드론을 활용한 표준지 도면 제작

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개선사항 효과 극대화

○ 세원발굴: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등 세원발굴

④ 우수사례

내용

○ 조정금 표준지 운영

현  행(前)

⇨

개  선(後)

∙ 산정시점: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 이후

∙ 대    상: 면적 증ㆍ감 토지 전체

∙ 문 제 점
 -사전 조정금 예측이 어려움

 -경계결정 이후 경계복원 불가함

 -감정평가액과 소유자가 원하는 시세차이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및 체납 증가

∙ 산정시점: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 이전

∙ 대    상: 대표성 있는 표준지

∙ 개선사항

 -특성 상 지구내 인접한 대지, 농지이므로 
표준지 평가액으로 조정금 예측가능

 -합리적인 경계협의 지원과 체납예방 및 
효율적 세외수입관리

 ※ (표준지 선정) 디지털기술 응용(자체보유 드론 RTK 실시간 위성측량 촬영⇒정사영상제작)

⑤ 성과

○ 조정금 표준지 운영에 따른 체납예방(510,276천원)

○ 합리적인경계협의추진으로조정금세외수입처리(2,138,717천원/구비100%)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통한 재원확보
(3필지, 2,563㎡ / 76,206천원)

○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166필지,14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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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땅만들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표준지 운영으로 세입증대!

1. 추진배경

○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 경계조정으로 면적 증ㆍ감이 
발생된 경우 조정금3)을 산정하여 징수 및 지급하여야 함.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전 면적변동에 따른 조정금을 구체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적극적 행정지원 필요성 제기

☞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사전 감정평가하여 조정금을 예측ㆍ활용

3)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면적이 증·감된 경우 발생하는 금액

   (면적증가 ⇒ 토지소유자로부터 조정금 징수 / 면적감소 ⇒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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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원인 분석

○ 문제점 인식 및 대응

- 현행법상 조정금은 경계결정 이후 산정으로 소유자의 조정금 예측 어려움

     (경계결정 후 부과된 조정금이 크다는 이유로 경계복원 불가)
- 감정평가금액과 소유자가 원하는 조정금액 차이에 따라 이의신청 및

체납 증가 등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가 저해됨

- 이에 따라 경계협의 전 면적변동에 대한 정확한 조정금 예측을 위해

표준지를 선정·활용하여 토지소유자 만족도 제고 및 효과적 세외수입 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액: 510,276천원

❍ 2016년 도마ㆍ정림지구 토지소유자로, 폐구거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현황대로 

경계설정 요청, 기존 부정형 토지가 정형화 되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적극 사업에 동참함.

❍ 당시 담당자로부터 설명은 들었으나, 막연히 폐구거는 인근시세의 1/3정도로 생각

하였다가 농지가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되자 이의신청, 행정심판ㆍ소송까지 진행된 사례

(소가 457백만원)

 ☞ 법원 집행부에서 조정금 산정의 적법함을 표시하자 원고 소취하에 따라 소송종결 되었으나, 

이의신청 2017.12월부터 소송종결 2021.3월 까지 3년 이상 복합ㆍ반복민원 제기로 고충이 따름

조정금 체납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 총 31건(‘19년)

- (토지압류) 4건

  서구 정림동, 공주시 소재

- (건물압류) 27건

  서구 정림동, 유성구 소재

체납자 압류재산 경매개시에 

따른 교부(배당)청구 (‘19~’21)

- (교부청구) 압류 31건 중 30건

- (채권계산) 압류 31건 중 29건

※ 경매 미개시 1건
※ 경매 진행중 1건

경매개시에 따른 배당결과(‘21)

- (체납액) 457백만원(100%)

- (배당액) 115백만원(25%)

  ∙ 1차(’21.2. 1.)  6,588천원
  ∙ 2차(‘21.5.13.)  1,823천원
  ∙ 3차(’21.6.17.) 85,765천원
  ∙ 4차(‘21.8.18.) 20,602천원
 ☞ 배당순위(일반채권)에 따라 
    채권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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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안 마련 및 실행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도

사업지구 괴곡1지구 (383필지, 310,285㎡)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운영예산 95,356천원(국비100%/측량비,운영비)

내    용
사업지구 내 표준지 선정ㆍ감정평가
하여 사전 조정금 산정

○ 조정금 산정 개선방안 마련
- 조정금 표준지 운영

현  행(前)

⇨

개  선(後)

∙ 산정시점: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 이후

∙ 대    상: 면적 증ㆍ감 토지 전체

∙ 문 제 점
 -사전 조정금 예측이 어려움

 -경계결정 이후 경계복원 불가함

 -감정평가액과 소유자가 원하는 시세차이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및 체납 증가

∙ 산정시점: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 이전

∙ 대    상: 대표성 있는 표준지

∙ 개선사항

 -특성 상 지구내 인접한 대지, 농지이므로 
표준지 평가액으로 조정금 예측가능

 -신속한 경계협의 지원과 복합·고질화 될 수 
있는 잠재민원 예방 및 사업만족도 향상

   ※ (조정금 산출기초) 조정금 = ㎡당 감정평가금액 × 토지 증ㆍ감 면적
   ※ (표준지선정) 대표성을 가진 토지 100필지 선정 / 대32, 전23, 답36, 공장1, 임야7, 도로1

- 세부내용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실시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현황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 현황측량에 따른 지번별 면적조서 산출
▽

UAV(드론)촬영

정사영상 제작

◾ 초정밀 위치파악이 가능한 GNSS RTK4)를 통한 드론영상 촬영

◾ 정사영상(드론영상+측량성과) 중첩도 제작
▽

표준지 평가 및 
경계협의

◾ 지구내 주거, 농지 등 대표성을 가진 표준지 선정 및 감정평가 

◾ 표준지 조정금을 활용한 주민 경계협의 추진 (區↔토지소유자)

   ※ (영상제작) 디지털기술 응용(자체보유 드론 RTK 실시간 위성측량 촬영⇒정사영상제작)

    ☞ 괴곡1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에 따라 육군32사단, 서울지방항공청 협업추진

4) GNSS RTK란? 관측점의 정밀좌표를 위성으로 실시간 처리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기법

  ⇒ 촬영된 영상으로 지적도ㆍ측량성과의 위치좌표 맵핑(Mapping)을 통한 초정밀 중첩도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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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극복

○ 기관의 추진의지 및 노력

- (시책발굴) 현 추진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관리방안 마련

- (시책지원) 사업지구 내 자체보유 드론을 활용하여 정사영상 및 측량

성과도를 중첩한 표준지도면 제작하여 개선사항에 따른 효과 극대화

- (지속확대) 매년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적용 확대하여 상담의

질을 높이고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

- (세원발굴)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등 세원발굴

<조정금 산정 절차개선>

前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

경계협의 및
경계확정(사업완료) ⇨

감정평가
(면적증감토지) ⇨

조정금 산정
부과ㆍ징수

(구) (구↔토지소유자) (구→감정평가법인) (구↔토지소유자)

後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

드론활용 표준지 
선정 및 감정평가 ⇨

표준지 조정금 활용
경계확정(사업완료) ⇨

2차 감정평가
조정금 부과ㆍ징수

(구) (구, 감정평가법인) (구↔토지소유자) (구↔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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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표준지 운영

-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간 연차사업으로

조정금 표준지 운영에 따라 조정금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및

체납예방(510,276천원 / 총 20개 사업지구 중 10개 사업지구)

- 종중소유 토지 등 조정금 발생 문제에 따라 경계결정 난항을

겪었던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 표준지 운영으로 경계협의 도출

☞ 괴곡1지구 종중 소유토지(73필지/총16개 종중)

- 합리적인 경계협의 추진으로 토지 면적 증ㆍ감에 대한 조정금

세외수입 처리(2,138,717천원 / 구비100%)

회계
연도 지구명 필지수 면적(㎡)

조정금
체납액 비고

징수(A) 지급(B) 세외수입(A-B)

계 2,723 2,231,120.5 3,712,719 1,574,002 2,138,717 510,276

2015 매노1, 우명1·2 1,320 1,146,926 236,111 107,162 128,949 2,297

2016 매노2 132 104,178 52,977 8,100 44,877 10,052

2017 흑석·매노 679 660,926 1,208,381 463,636 744,745 19,496

2018 도마·정림 307 92,133 1,632,234 442,825 1,189,409 451,144

2019 도마2 129 32,653.5 362,617 270,640 91,977 11,109

2020 원정 156 194,304 220,399 281,639 -61,240 16,178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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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을 통한 재원발굴

- 괴곡1지구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통한 재원확보 (76,206천원)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대장가액 비 고

계 3필지 2,536 76,206
1 괴곡동 989-7 구거 770 52,899 20.12.23.신규등

록

2 괴곡동 1003-1 구거 207 3,560 〃
3 괴곡동 1017-1 구거 1,559 19,747

❍ 최초 측량ㆍ등록 지적원도(대정2년, 1913년), 폐쇄지적도, 신규등록원도 등 측량할 당시 기록된 면적 및 인접토지 면적 

오류분석 등을 통한 토지 조사 후 미등록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 후 신규등록 추진



- 89 -

○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

-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정확한 이용실태 조사로 체계적 관리

(용도폐지,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가 가능하며,

- 새마을 도로 등과 같이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형상을 바로잡아

이용가치 향상

- 괴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면적 증감현황
(단위: ㎡) 

구 분 사업전 면적 면적증가ⓐ 면적감소ⓑ 증감면적(ⓐ-ⓑ) 비고

계 310,285 +11,091.5 -9,475.7 +1,615.8

국ㆍ공유지 146,482 +2,675.8 -4,649.3 -1,973.5
※ 신규등록
  2,536㎡

사유지 161,060 +8,415.7 -4,826.4 +3,589.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국ㆍ공유지 조정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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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추진성과 자료

보도자료(충청일보) 보도자료(타임뉴스) 보도자료(중앙매일)

조정금표준지 운영계획 조정금 표준지 감정평가서 드론촬영ㆍ영상제작 계획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협업)



- 91 -

울산광역시

민자도로 지자체 부담금

부가세 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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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전국 최초”‘민자도로 지자체 부담분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세입 증대”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남구 매암동(북구 아산로) ~ 동구 일산동
○ 대 상 :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민자도로)

○ 차액지급 : 2016. ~ 2020.(4년 6월) / 121억
○ 지급목적 :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차액 지급’

② 추진 경과

○ ‘16. ~ 20. : 민자도로 통행료 차액 보전액 지급 (121억)

○ ‘20. 9. 23. : 부가세 권리구제 질의 (울산시→국세청)

○ ‘21. 2. 24. : 질의 회신 (국세청→울산시)

○ ‘21. 3. 22. : 부가세 경정 청구 (’21.5.21. 부가세 환수)

○ ‘21. 6. 4. : 부가세 11억 5400만원 세입조치
○ ‘21. 1.~ 8 . : 울산대교 통행료 차액 지급 (’21. 1. ~ 8월분)

- 부가세 121백만원 제외 후 통행료 차액 지급

③ 장애요인

극복내용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유료도로 통행료 차액 지급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유사 사례
자료 수집 등 법령 해석 애로

- 민간운영사가통행료를운전자와울산시로부터나누어받는것일뿐전체금액은동일
하므로 ‘재화또는용역의공급’ 과관련된부가세납부대상이라는것이기존해석이었음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과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까지 5개월간 적극적인 이해 설명·설득 애로

④ 우수사례

내용

○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5년간 지급해온 통행료 차액(소형

200원, 중형300원, 대형500원 / 총 121억)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권리구제 요청 답변을 받아 내어 울산시
세입 증대 및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

원천 징수 요금 감면 징수 요금

⑤ 성과

○『총 5,700백만원 예산 절감』(세입 증대)

- 부가세 경정청구환수 완료액(2015.6.11.~2020.12.31.), 1,154백만원

- 2045년(25년간)까지예산절감액(2021.1.1.~2045.6.30.), 4,550백만원
※ ‘21. 1 ~ 8. 부가세 미납부절감액 12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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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민자도로 지자체 부담분 부가세   

과세 제외로 57억 세입 증대’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울산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5년 6월 11일 
울산대교 개통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울산대교 실시협약에 따라 
염포산터널 구간 소형·중형·대형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각각

200원, 300원, 500원을 감면하고 매년 22억여원을 민간운영사에게
지급해 오고 있음

○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구간에‘설’명절 통행료 감면 후 민간운영사에게 
지급하는 손실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질의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43호 2020.4.21.)에 주목하게 됨

○ 울산시 또한 염포산터널에 대하여 민간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주)에

4년 6개월간 총 121억원(부가세 11억 100만원 포함*) 통행료 차액을 지급  
함에 따라, 국세청 질의 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등을 참고

하여 부가세 과세 제외 권리구제 질의를 국세청에 의뢰하게 됨

* 민간운영사가 통행료를 운전자와 울산시로부터 나누어 받는 것일 뿐 전체금액은 동일

하므로 ‘재화또는용역의공급’ 과관련된부가세납부대상이라는것이기존해석이었음

2. 타 시·도 사례분석

○【용인~서울고속도로, 2016.2.25. /기획재정부】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국가 물가정책 등)을 매년 통행료에 반영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 보상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19.7.4. / 기획재정부】감면협약에 따라

경차, 택시(빈차), 지역주민 등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고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 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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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과세 통보 사례 ※

【경상남도 마창대교, 2015.4.8. / 조세심판원】

실시협약 및 통행료 인하 합의 내용을 볼 때, 민간운영사는 수혜자   

  에게 통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정상 대가(협약통행료)를 수혜자와     

  경상남도로부터 나누어 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다. 라고 결정. 

3. 시행방안 마련 및 실행

○ 조세심판원 결정【경상남도 마창대교(2015.4.8.)】사례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회신 사례(2016.2.25.),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회신사례

(2019.7.4.), 경상남도 ‘설’ 명절 연휴 통행료 회신 사례(2020.4.15.),

및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법률해석을 통하여 국세청에 권리구제

를 준비함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12136호(2020.09.23.)로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

사례의 부가세 과세 여부 권리구제 검토를 국세청에 의뢰하여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4(2021.2.24.)호로 과세 제외 대상임을 회신 받음

【국세청 답변(2021.2.24.)】

감면협약에 따라 울산대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  

  을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 되지 않는 공공보조금  

  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표 1] 경정 절차 흐름도

  

 경정절차  

 울산시    ð    울산하버브릿지(주)    ð   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경정 요구)              (경정 청구)                       (내부검토)
   ‘21.3.8.              ’21.3.22.                    ‘21.3.22~5.20.
                                                          ò            
                         울산시              ï    울산하버브릿지(주)                    (세입 조치/1,154백만원)                (부가세 환수)
                         ‘21.6.4.                       ‘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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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극복

□ 민간운영사와 사례 분석

○ (경상남도) 마창대교, 창원 ~ 부산간도로 지자체 담당자와의 의견

청취 및 관련 자료 참고(조세심판원 결정 자료, 국세청 회신 공문)

○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기획재정부 회신 공문 참고

[사진 1] 국세청 회신 공문(20.4.21.) [사진 2] 기획재정부 회신 공문(16.2.25.)

[사진 3] 조세심판원 결정문(15.4.8.) [사진 4] 조세심판원 결정문(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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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자문 의견 수렴

○ (울산하버브릿지) 울산대교 운영평가단 자문 및 민간운영사 의견 청취

○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자문) 울산광역시에서 민간운영사에 지급한

울산대교 통행료 차액 지급금도 공공보조금성격의손실금으로판단가능

[사진 1]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전경 [사진 2] 울산대교 운영평가단 자문

[사진 3] 울산하버브릿지(주) 의견 청취 [사진 4] 울산대교 운영평가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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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세입 증대 및 예산 절감

○『총 5,700백만원 예산 절감』【세입 증대】

- 부가세 경정 환수 완료액(2016.6.1.~2020.12.31.) = 1,154백만원*

* 청구액, 1,101백만원, 이자 53백만원

기 간 시비 부담액(부가세) 환수액
계   12,111(1,101)백만원 1,154백만원

- 청 구 액 : 1,101백만원
- 이 자 :   53백만원

2016.6.1 ~ 2017.12.31      6,099(554)백만원
2018.1.1 ~ 2018.12.31      2,012(183)백만원
2019.1.1 ~ 2019.12.31      2,052(187)백만원
2020.1.1 ~ 2020.12.31      1,984(177)백만원

- 2045년(25년간)까지 장래 절감액(2021.1.1.~2045.6.10.) = 4,550백만원*

*〔2,000백만원÷부가세1.1%〕× 25년〕/ (‘21. 1 ~ 8. 부가세미납부절감액 121백만원)

원천 징수 요금 감면 징수 요금

□ 세외수입 활용방안

○ 경정 환수액 일부(660백만원)는 ‘통행료 결제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

□ 타 시도 전국 파급효과

○ 타·시도에서 운영 중인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보전금 성격의 손실금 환수는 울산대교가 “전국최초“ 이므로

전국 시·도 확대 가능 및 세입증대 기대 (참고자료 1 – 타시도 민자

도로 감면 사례 참조)

〈전파사례〉“서울시 용마터널” 통행료 부담금 부가세 환수(375백만원/‘21.7월경)

     700원
  1,100원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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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타 시·도 민자도로 감면 사례

구  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앞산터널로)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개통일자 ‘18. 7월 ‘15. 12월 ‘13. 6월 ‘07. 5월

연    장 L=1.7㎞ L=22.5㎞ L=10.4㎞ L=4.6㎞

추진방식 BTO 방식 (수익형 민자사업)

운영기간 ‘08. 7. ~’38 .7. ‘13.1 1. ~’45. 12. ‘13. 6. ~’39. 6. ‘07. 7. ~’34. 4.

감면현황

통행료 수입 분할

방식으로 운영 비용  

매년 20~30억 보전

(부가세 포함 지급)

물가상승분 반영 

통행료 감면 비용 

매년 6~7천만원 보전

(부가세 포함 지급)

전기·수소자동차  

감면(100%)으로 매년 

15억원 보전

(부가세 포함 지급)

전기·수소자동차 

감면(50%)으로 매년 

16억원 보전

(부가세 포함 지급)

부가세

납  부

여  부

“부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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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언론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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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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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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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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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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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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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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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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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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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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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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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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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세입 영수증 (울산대교 통행료 부가세 환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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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컬러마케팅을 통한

관광인프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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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명 : 컬러마케팅을 통한 관광인프라 개발로 세외수입 증대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신안군 섬의 고유한 자연풍광과 특색을 살려 섬 마을에
색깔을 입히는 컬러마케팅을 활용한 세외수입원 발굴 및
지방재정 확충 
○ 위 치 :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반월, 박지도
○ 추진기간 : 2020. 01. 01 ~ 진행중
○ 사업내용 : ‘사계절 꽃피는 1004섬’, ‘마을 색채 디자인’ 사업

등을 통한 유료관광지화로 지방재정 확충

② 추진 경과

2015 전라남도 가고싶은섬 사업 공모 선정

2015 ~ 2021 퍼플섬 조성 사업 추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자원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퍼플섬 컨셉 확정)
둘레길, 산책로 조성, 마을식당, 마을카폐 신축
마을호텔 신축, 지붕색채사업, 주민소득시설 사업
퍼플교 리뉴얼, 문브릿지 설치, 보라식물 식재

2020.08 유료관광지 전환 후 세외수입 발생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섬 지역의 열악한 접근성으로 다양한 홍보와 사전정보 및
예약 시스템의 부족함으로, 관광객이 다양한 관광상품을
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퍼플섬과 인접한 유료 관광지 4개소의 통합입장권 제도 운영

○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신안군 관광상품의 온라인
홍보마케팅의 확대 운영

④ 우수사례

내용

○ 관광활성화로 주민공동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기여
- 지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 증가

○ 지역 관광 일자리 창출 : 50여개
- 퍼플섬 운영관리 및 관광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
- 유료관광지화로 세외수입 증대

⑤ 성과

○ 퍼플섬 관광객 폭증 : 739,410명(2018~2021)

- 퍼플섬 이전 : 32,248명 (2018.1~2018.12 /1년)
- 퍼플섬 이후 : 377,523명 (2019.1~2020.7 / 1년7월)
- 유료화 이후 : 329,639명 (2020.8~2021.9 / 1년)

○ ’20.08. ~ 21. 09. 30.(1년간) 퍼플섬 입장료 등 수입 : 6.8억원

○ ’20.01.01. ~ ‘21. 9. 30.(1년간) 총 입장료 1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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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마케팅을 통한 관광인프라 개발로 세외수입 증대

Ⅰ 과제선정 … 지금 세계는 컬러마케팅 붐이다! 

○ 2015년 ~ 2021년 전라남도 가고싶은섬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된 퍼플섬은
섬에 자생하는 보라색 도라지 군락지와 꿀풀 등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사계절 보라색 꽃이 피는 섬」이라는 컨셉으로, 기존 노후된 보행교를
정비하고 매혹적인 보라색으로 색칠하여, 퍼플교로 재탄생시켰다.

○ 건물의 지붕과 창틀,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라색 일색이며, 섬 곳곳에 라벤더, 라일락, 아스타, 버들마편초 등
보라색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여, 섬이 온통 보라색으로 탈바꿈하는
이색적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Ⅱ 추진경과 … 퍼플섬! 이제 세계로 간다 ~ 

□ 퍼플섬 + 퍼플교 조성 

� 퍼플섬의�주요시설�현황�♥

- 퍼플교� :� 1,462m(1구간 : 두리-박지� 547m,� 2구간:박지-반월� 915m)

- 문브릿지� :� 반월도와�연결하는�부잔교� (해상부유구조물)� 380m

- 보라꽃정원�

� � ※� 라벤더�정원� :� 4,500평(1.5ha)� 3만주�식재

� � ※� 아스타�정원� :� 10,000평(3ha)� 24만주�식재

� � ※� 버들마편초� :� 10만주�식재

� � ※� 조형물�및�산책길� :� 반월도�달과�어린왕자� /� 박지도�표주박�포토존,� 당숲�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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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천사대교의 개통으로

신안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

2021년 현재의 신안군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은

컬러마케팅의 시작이 되었던

‘퍼플섬과 퍼플교’ 이다.

○ 그렇다면, ’2021년 퍼플섬이 더 주목을 받게된 이유!....

대체 무슨 일일까? 바로 ‘해외 각국 언론에서의 주목’ 이다.

Amazing� Pupple�

-� ‘2021~2022년�한국인은�물론� 한국을�찾는� 외국인들이�꼭�가봐야�할�한국을�대표하는�관광지� 100선’에�선정

-� 그룹�방탄소년단(BTS)의� 뷔가�만든�신조어� ‘I� PUPPLU� YOU’� (보라해� =� 사랑해)� 의� SNS를� 통한�큰�인기로

� � 퍼플교가�아미들의�성지가�되었음�

m미국 CNN과 폭스뉴스(FOX NEWS), 
  마타도어 네트워크(Matador network)

 - CNN : 한국 퍼플섬 사진작가들의 꿈

 - FOX : 퍼플섬으로 변한 후 많은 관관객 끌어 모으다. 

m독일 최대 위성 TV 프로지벤(Prosieben)

 - 프로지벤 : 한국 퍼플섬! 세계 속의 섬으로 거듭난다.

m홍콩 여행잡지 유 매거진(U magazine)

 - 유매거진 : 신안 퍼플섬, 홍콩 여행잡지 표지 장식

m영국 국제 통신사 로이터(Reuter)

 - 로이터 : 한국 보라섬! 관광객들 끌어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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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내용 … 1004섬! 오늘은 무슨 색이니?

□ 사계절 꽃피는 섬 ‘플로피아 1004섬 신안’ 만들기!! 

- 사람들이 찾지 않던 외딴 섬들을 정원으로 바꿔 나가는 ‘1도 1꽃’
사업으로 섬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꽃과 나무를 식재

� < ‘1도1꽃’� 사업�현황 >�

지� 도
지� 도
선� 도

압� 해
증� � 도�
병풍도

임� 자 자� 은 도� 초 비� 금 하� 의 신� 의

라일락 수선화
애기동백,

크로코스
미아

맨드라미 튤립 자귀나무 수국 해당화 무궁화 먼나무

□ 343개 섬마을 ‘지붕 색체 디자인 특화 사업’

-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풍광과 특색을 살려 343개 마을의
지붕 색을 코발트 블루, 하늘, 파랑, 갈색, 보라, 초록, 노랑 주홍색으로
하고, 벽체는 흰색으로 깔 맞춤하는 ‘지붕 색체 디자인 특화 사업’ 으로
섬 전체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

  



- 117 -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다양한 홍보와 사전 정보 및 예약시스템 부족 개선

○ 퍼플섬을 비롯해 인접한 관광지에 대한 사전 정보와 예약시스템
부족 등의 이유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의 확대 운영이 필요함

개� 선� 사� 항

○�통합입장권�제도�운영� :�유료�관광지� 4개소의�통합입장권�판매로�관광수요�창출

○�신안군�관광상품의�온라인�홍보마케팅�확대�운영
� � � -� ’21년� 8월�온라인�쇼핑몰� ‘쿠팡’과�업무협약� �

      

� (1004섬분재공원, 에로스서각박물관, 1004뮤지엄파크, 퍼플섬)

Ⅴ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 명품 1004섬 만들기!

□ 컬러마케팅을 통한 세외수입 기여도

○ 입장료 수입증대 (2019.8~2021.9 / 2년간)

퍼플섬�입장료�수입 압해�천사섬�분재공원 자은�뮤지엄파크

6.8억원 2.3억원 7.8억원

○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별 비중 및 입장료 수입 비중 (2021년 수납액 기준)
(단위: 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항목별�비중� (일반회계� +� 특별회계) 사용료�수입중�입장료수입�비중

구분 합계
재� � � � 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 � 입

수수료
수� � 입

사업
수입

징� � 수
교부금

이자
수입 퍼플섬 뮤지엄

파� � 크
천사섬
분재공원

금액 7,305 526 2,837 1,309 156 1,311 1,166 335 398 187

비중 100% 7 39 18 2 18 16 13 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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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섬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년 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284,795 11,148 1,196 2,160 44,706 52,708 39,927 23,236 25,998 21,361 31,137 18,070 13,148

2020 203,094 목 교 공 사 17,823 32,176 33,729 39,244 14,364 36,586 18,666 10,506

○ 퍼플섬 관광객 추이

※ 퍼플섬 관광객 증가 : 739,410명 (2018 ~ 2021)

- 퍼플섬 이전 : 32,248명 (2018.1~2018.12 /1년)
- 퍼플섬 이후 : 377,523명 (2018.1~2020.7 / 1년7월)

- 유료화 이후 : 329,639명 (2020.8~2021.9 / 1년)

○ 지역활성화 기여도

- 지역경제 유발 효과 : 50억원(2020.8~2021.9 / 1년간)

- 지역일자리 창출 : 50개(관광객 증가로 관광협의회, 식당 등 채용)

- 관광협의회 위탁운영 : 서비스업 평균 대비 수익성, 안정성 2배 이상

(한국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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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추진계획 

          “암태 추포 ~ 비금 연도교 건설” 사업 추진!!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주요 추진사업

- 도초 팽나무 10리길과 수국공원

※섬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치유 산책길 및 수국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 2021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 -

<가로수 부문 전국2위 수상>

-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2020년~2023년)

※하의도의 김대중 대통령 생가와
인접한 하의 해양태마파크 일원에
명품공원을 조성.
천사대교와 연계하여 서남해안
관광거점으로 육성

- 비금도 치유의숲 조성 : 2022. 1. ~ 2024. 12.(3년간)

※ 우리군의 숲 자원과 인접한 바다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치유의 숲 조성

                             - 신안군 연륙교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