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현민세 신고 상담 접수를 개시
시현민세 신고 상담 접수
▼ 신고 기간
2 월 1 일(월)~3 월 15 일(화)(토·일 공휴일 제외)
▼ 대상
① 급여 지급 보고서를 근무처에서 시에 제출하지 않은 분
② 급여 이외 소득이 있는 분
③ 두 곳 이상에서 급여 지급 받은 분
④ 영업·농업·부동산 등의 소득이 있는 분
⑤ 자잘한 손실·의료비·생명 보험료·지진 보험료 등의 공제를 받는 분
⑥ 2015 년 중에 소득이 없는 분
⑦ 비과세 소득(장애·유족 연금, 고용 보험, 아동 부양 수당 등)가 있었던 분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사백 만엔 이하이고 또한 공적 연금 등 이외의 소득이 이십 만엔 이하이므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시현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 신고를 하는 분은 시현민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세무서가 개설하는 확정 신고서 작성 회장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참할 것
건강 보험 연금·의료비 등의 영수증이나 각종 공제 증명서, 도장 등
① 급여 소득자나 연금 수급자=원천 징수 표 등
② 자영업이나 농가인 분=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를 기입한 장부 등
※사업 소득에 관한 수지, 연간 의료비 등은 미리 정리하고 계산하여 가져와 주십시오.
▼ 신고 방법
시현민세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1 월 8 일 소식 회람 문서로 지정하는 일시·장소로 신고
※신고 기간 중 시민세과에서는 우송 신고서 접수만 받습니다.
이와키 세무서에서 알림
○ 확정 신고를 하는 분에게
확정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확정 신고서 등의 작성 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세금이 자동 계산하는 등 신고하는 분의 부담이 경감하오니 많은 활용을 해주십시오.
▼ 신고 기간
소득세 2 월 15 일(월)~3 월 15 일(화)
소비세 2 월 15 일(월)~3 월 31 일(목)
○ 신고서 작성 회장을 개설
신고서 접수와 기재 방법 등의 어드바이스를 실시합니다.
▼ 개설 기간 2 월 1 일(월)~3 월 15 일(화)9 시~16 시
▼ 장소 이온 이와키점
※개설 기간에는 이와키 세무서 내에 신고서 작성 회장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문의
시현민세 신고
시민세와 TEL:22-7426 22-7427
확정 신고
이와키 세무서 TEL:23-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