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

’18

신고 납부기한

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7.

: 5. 1. ~ 5. 31.(

까지)

1.

※ 기한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세율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신고

:

소득세율의

10%)

※ 2020년부터는 세무서 또는 구·군청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예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고 이용시간 : 06:00~24:00

납부 이용시간 : 07:00~23:30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
⇨

납부서 출력
또는
인터넷 전자납부

※ 전자신고시 소득세는 2만원, 지방소득세는 2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방법

: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ARS

납부시스템(080-788-8080), 은행 방문 등(뒷면 상세)

신고
납부
유의
사항

◦
◦
◦
◦
◦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으므로 소득세 중간예납액의 10%를 지방소득세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시 확정신고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주소지(납세지)
를 착오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출력한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자료를 여러번 수정한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최종 수정시
출력한 납부서로 납부바랍니다.(전자납부번호가 상이하면 전자수납 불가)
소득세는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지만, 지방소득세는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중 구 (053) 661-2091
남 구 (053) 664-2441
달서구 (053) 667-2081

동 구 (053) 662-2455
북 구 (053) 665-2431
달성군 (053) 668-3931

서 구 (053) 663-2441
수성구 (053) 666-2351

개인지방소득세 전자납부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홈택스 전자신고시 위택스로 자료연계)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 신고납부 이용시간 : 07:00~23:30 -

회원인 경우
본인, 세무대리인) 로그인 ⇨ 납부하

(

기 ⇨ 지방세 ⇨ 본인 조회납부

☞ 타인에 대한 홈택스 신고분 조회는
홈택스 신고분 조회납부
비회원인 경우
‘

:

위택스 첫화면

전자번호납부’에서 조회납부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모를 경우 구․군 세무과 문의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납부

고지서 없이 은행 방문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투입

➭ 지방세 ➭

조회･납부

※ 홈택스 전자신고한 경우만 가능하며, 타사카드(방문은행 카드 외)로 납부시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ARS

☎

지방세납부시스템(

080-788-8080)

전화납부(무료)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 납부(신용카드납부

07:00 ~ 23:30)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안내

․ ․

․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근로 사업 이자소득 등), 법인세(이자 배당소득)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 경우 꼭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를 이용해 주세요.

․
회 원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단건, 일괄(엑셀), 회계프로그램 이용납부 중 선택
비회원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단건납부 ⇨ ‘비회원 납부’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