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화면］

４所得控除・税額控除 소득공제（ ・세액공제）

① 의료비 공제医療費控除（ ）

첨부서류 의료비 공제에 관한 명세서 등【 ： 】

1월~12월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친족의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 입력하십시오.

별지 의료비 공제에 관한 명세서 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 」

다. 영수증 첨부는 불필요※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각 항목에 입력하십시오(b) .

② 사회보험료 공제社会保険料控除（ ）

첨부서류 납부완료액 연락표 등 지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

여기에서는 원천징수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회보험료에 대해 입력하십시오.

1월~12월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친족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 입력하십시오. 급여 연금 등※ ・

특별징수 제외

소규모 기업공제 등 부금 등「 （ｉＤｅＣｏ ） 은 본인이 계약하여 지불한 것에 한합니다」 .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1~12월에 지불한 의료비를 입력

생명보험과 사회보험 등에서 보전된 금액을 입력

특정 일반용 의료품 등 구매비의 금액을 입력



각 항목에 입력하십시오(b) .

③ 생명보험료 공제生命保険料控除（ ） 첨부서류 보험의 종류【 ： , 계약자, 지불액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에는 원천징수표에 기재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 입력하십시오.

1월~12월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친족의 보험료(배당금이나 환급금이 있는 경우 차감한 금액)를 지

불한 경우 입력하십시오.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b)「生命保険料１枚目」 생명보험료（ 1페이지 를 클릭하십시오） .

지불한 국민건강 보험세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지불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지불한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지불한 개호보험료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소규모 기업 공제법에 규정된 공제 계약(구 제2종 공제 계약 제외)
에 근거한 부금, 확정 거출 연금법의 기업형 연금 가입자 부금 및

개인형 연금 가입 부금(iDeCo), 심신 장애자 부양 공제 제도에

관한 부금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건강보험료(임의 계속), 고용보험료, 국민연금기금 등을 지불한 경

우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생명보험의 종류를 고르십시오(c) .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을 입력하십시오(d) .

계약한 생명보험이(e)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를 클릭하고「＋」 , 와 같이 입력하십시오(c)～(d) .

④ 지진보험료 공제地震保険料控除（ ） 첨부서류 보험 종류【 ： , 계약자, 지불액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는 원천징수표에 기재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 입력하십시오.

1월~12월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친족이 가지고 있는 가옥에서 상시 거주 용도로 제공하는 것 또는

생활용 동산(사업용 제외)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입력하십시오.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각 항목에 입력하십시오(b) .

〇新生命保険料 신 생명보험료（ ）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계약 갱신한 보험료・

〇旧生命保険料 구 생명보험료（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갱신한 보험료・

〇介護医療保険料 개호 의료보험료（ ）

〇新個人年金保険料 신 개인연금보험료（ ）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계약 갱신한 보험료・

〇旧個人年金保険料 구 개인연금보험료（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갱신한 보험료・

지불한 지진보험료의 금액을 입력

지불한 구 장기손해보험료의 금액의 입력



계약한 지진보험이(c)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를 클릭해서 와 같이 입력하십시오「＋」 (b) .

⑤ 寡婦、ひとり親、勤労学生控除（과부, 한부모, 근로학생 공제）

12월 31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하십시오.

한부모 공제〇

사별(생사불명), 이별 후에 재혼하지 않았다, 미혼(미신고 남편, 아내 이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

（１）1월~12월의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

（２）1월~12월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48만엔 이하의 생계를 같이 하는 아이가 있는 분

과부 공제〇

한부모 공제 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 , 1월~12월의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인 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분

남편과 이별한 분으로（１） 1월~12월의 총소득금액 등이 48만엔 이하인 부양친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분

남편과 사별（２） (생사불명)한 분으로 부양친족이 없는 분

근로학생 공제 첨부서류 학생증〇 【 ： 】

자신의 근로에 근거한 급여소득 등이 있고, 1월~12월의 합계소득금액이 75만엔 이하이며, 급여소득 등 이외의 소

득이 10만엔 이하인 분

급여소득 등이란( ,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잡소득을 말함）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한부모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b) ,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십시오.

〇選択なし 선택 없음（ ）

〇ひとり親（父） 한부모（ (부)）

〇ひとり親（母）(한부모(모))

〇寡婦 과부（ ）

결혼 후에 한부모가 된 여성.



과부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c) , 과부가 된 이유를 고르십시오.

근로학생에 해당하는 경우는(d) 「該当」（해당）을 선택하십시오.

에서(e)(d) 「該当」（해당）을 선택한 경우 재학중인 학교명을 입력하십시오.

⑥ 본인장애 공제 첨부서류 장애자수첩【 ： , 료육수첩 등】

월12 31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특별장애자〇

신체장애 1･2급, 정신장애자 복지수첩 1급, 료육수첩A판정인 분

보통장애자 장애자 중에서 특별장애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〇 ：

〇死別：배우자가 사망한 상태

〇生死不明：배우자의 소식을 알 수 없고, 생사도 모르는 상태

〇離別：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취소한 상태

〇未帰還： 이 요건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시민세과로 문의하십※

시오.

〇選択なし 선택 없음（ ）

〇身障１級／身体障碍者１級 신장（ 1급/ 신체장애자 1급）

〇身障２級／身体障碍者２級 신장（ 2급/ 신체장애자 2급）

〇精神１級／精神障碍者１級 정신（ 1급/ 정신장애자 1급）

〇療育 A判定 료육（ A판정）

〇その他 기타（ ）



⑦ 기부금 공제 첨부서류 기부금 수령증명서나 기부금액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등【 ： 】

월12 31일까지 아래의 기부처에 기부한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기부처[ ]

특례공제대상 후루사토 납세・ （ ） 총무대신이 지정한 단체： , 재해 의연금

특례공제대상 외 도쿄도・ ： , 스모토시 효고현［ ］, 나하리초 고치현［ ］, 츠노초 미야자키현［ ］

미야자키현 공동모금회・ , 일본 적십자사 미야자키현지부

조례지정분・ (미야자키현) 미야자키현이 조례에 의해 지정한 단체：

조례지정분・ (미야자키시) 미야자키시가 조례에 의해 지정한 단체：

순서（ ）

(a)「有」（있음）에 체크하십시오.

기부금의 종류를 고르십시오(b) . 기부처, 기부금액을 입력하십시오.

기부처를 입력하십시오(c) .

기부금액을 입력하십시오(d) .

〇特例控除対象（ふるさと納税） 특례공제대상（

(후루사토 납세)）

〇特例控除対象以外 특례공제대상 외（ ）

〇宮崎県共同募金会、日本赤十字社宮崎県支

部 미야자키현 공동모금회（ , 일본 적십자사 미야자키

현지부）

〇条例指定分（宮崎県） 조례지정분（ (미야자키

현)）

〇条例指定分（宮崎市） 조례지정분（ (미야자키

시)）



기부처가(e) 2개 이상 있는 경우는 를 클릭하고 와 같이 입력하십시오「＋」 (b～d) .

입력이 끝나면「次へ」（다음）을 누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