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현민세 신고서 작성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１）개요

「市県民税申告書作成支援システム」（시・현민세 신고서 작성 지원시스템）을 사용하면 시민세・현민세와

국민건강보험세의 신고서를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２）사용료

무료

（３）주의사항

이 시스템에서는 아래의 신고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〇 .

소득세 확정신고(1)

년 이전 수입에 관한 시민세 현민세 신고(2)2021 ・

급여(3) , 연금, 사업소득, 잡소득 이외의 신고

종합 분리 양도소득・ (토지 건물・ , 주식 등)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내용〇 (데이터)은 시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시청에 지참하거나 우

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입력 페이지 설명

입력할 페이지는 모두 5페이지입니다.

입력 순서

(1)［１本人情報］ 본인 정보 는 꼭 입력하십시오（ ） .

입력 방법

페이지명 입력할 내용

본인 정보１本人情報（ ） 입력 필수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

２給与所得・公的年金等

급여소득（ /공적연금 등）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 ］

급여소득 공적연금 등의 수입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３事業所得・その他

사업소득（ /기타）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 ］

사업소득과 이자수입, 배당수입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４所得控除・税額控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 ］

의료비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５扶養控除・専従者 （

양공제/전종자）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 ］

배우자, 부양친족, 사업전종자와 관련된 공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https://www.city.miyazaki.miyazaki.jp/fs/7/4/3/9/1/3/_/743913.pdf


페이지는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하십시오(2)［２～５］ .

입력 방법은 각각 아래 페이지를 참조

［２給与所得・公的年金等］ 급여소득（ /공적연금 등）・・・입력 방법

［３事業所得・その他］ 사업소득（ /기타）・・・입력 방법

［４所得控除・税額控除］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력 방법

［５扶養控除・専従者］ 부양공제（ /전종자）・・・입력 방법

모든 페이지의 입력이 끝나면 오른쪽 하단의(3) 「入力内容の確認を行う」 입력내용 확인하기 를 누르십시（ ）

오.

입력한 내용이 표시되므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4) .

입력내용 확인화면［ ］

입력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〇 ⇒「申告書作成」 신고서 작성 을 누르십시오（ ） .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〇 ⇒「キャンセル」 취소 를 눌러서 수정하십시오（ ） .

수정 방법（ ）

왼쪽 상단의 탭에서 수정하고 싶은 페이지를 선택하여 수정하십시오・ .

수정 후에는 과 같이 오른쪽 하단의・ (3) 「入力内容の確認を行う」 입력내용 확인하기 를 누르십시（ ）

오.

https://www.city.miyazaki.miyazaki.jp/fs/7/4/3/9/1/4/_/743914.pdf
https://www.city.miyazaki.miyazaki.jp/fs/7/4/3/9/1/5/_/743915.pdf
https://www.city.miyazaki.miyazaki.jp/fs/7/4/3/9/1/6/_/743916.pdf
https://www.city.miyazaki.miyazaki.jp/fs/7/4/3/9/1/7/_/743917.pdf


(5)「申告書作成」 신고서 작성 를 누르면（ ） , 신고서 데이터가 표시되므로, 인쇄하십시오.

작성한 데이터는 시스템에는 보존되지 않으므로 각자 보관해 주십시오※ .

인쇄한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시청에 지참(6) ,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제출처［ ］

〒８８０－８５０５

宮崎市橘通西１丁目１番１号

宮崎市役所 税務部市民税課(미야자키시청 세무부 시민세과)

문의처〇

입력 방법이나 신고 내용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시민세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E-Mail: 05sizei@city.miyazaki.miyazaki.jp

답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１本人情報 (본인 정보)

① 가타카나 성 필수 항목カタカナ姓／（ ）※

신고자의 성을 가타카나 또는 알파벳으로 입력하십시오.

② 가타카나 이름 필수 항목カタカナ名／（ ）※

신고자의 이름을 가타카나 또는 알파벳으로 입력하십시오.

③ 생년월일 필수 항목生年月日／（ ）※

신고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십시오.

④ 令和 4年 1月 1日時点の住所／（2022년 1월 1일 시점의 주소 필수 항목）※

년2022 1월 1일 시점의 신고자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⑤ 현주소 필수 항목現住所／（ ）※

신고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와 같은 경우는④ 「同上」 상동 에 체크（ ）

⑥ 전화번호 필수 항목電話番号／（ ）※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예（ ：000-0000-0000）

⑦ 직업職業／（ ）

신고자의 직업을 입력하십시오.

개인사업자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예 과일 소매업（ ： , 자동차 판금 도장업 등）

복수의 사업을 겸업하는 분은 사업 전부를 기입하십시오.

⑧ 세대주 성명世帯主の氏名、世帯主との関係／（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자의 관계를 입력하십시오.

입력이 끝나면 「次へ」 다음 을 누르십시오（ ） .

필수 항목 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



２給与所得・公的年金等 급여소득（ ・공적연금 등）

① 급여소득給与所得（源泉徴収票あり）／（ (원천징수표 있음)） 첨부서류 급여 원천징수표【 ： 】

원천징수표가 발행된 급여를 입력합니다.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b)「源泉徴収票１枚目」 원천징수표（ 1페이지 를）

클릭하십시오.

표시된 항목 중 해당하는 것에 원천징수표를 보면서 입력하십시오(c) .

각 항목을 클릭하면, 원천징수표의 어느 부분을 입력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이 없는 부분은 을 입력하십시오「０」 .

원천징수표가(d) 2페이지 이상 있는 경우는 를 클릭해서 와 같이 입력하십시오「＋」 (c) .

② 급여소득給与所得（源泉徴収票なし）／（ (원천징수표 없음)） 첨부서류 수입금액 등이 기재된 명세【 ：

［입력 화면］



서】

원천징수표가 발행되지 않은 급여를 입력하십시오.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년간(b)1 (1월~12월) 급여 지급액(총액)을 입력하십시오.

③ 잡소득雑所得（公的年金等）／（ (공적연금 등)） 첨부서류 연금 원천징수표【 ： 】

60세 이상(1월 1일 현재)인 분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 유족연금의 수급금액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것은 합산하지 말고※ , 본인 것만 입력하십시오.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b)「源泉徴収票１枚目」 원천징수표（ 1페이지 를 클릭하십시오） .

표시된 항목 중 해당하는 것에 원천징수표를 보면서 입력하십시오(c) .

각 항목을 클릭하면, 원천징수표 등의 어느 부분을 입력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액이 없는 부분은 을 입력하십시오「０」 .

원천징수표가(d) 2페이지 이상인 경우는 를 클릭해서 와 같이 입력하십시오「＋」 (c) .



입력이 끝나면「次へ」 다음 을 누르십시오（ ） .



３事業所得・その他 사업소득（ ・기타）

① 영업소득営業所得／（ ） 첨부서류 수지내역서【 ： 】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영업으로 얻은 소득이나 의사 변호 목수・ ・ ・ ・

등의 자유직업, 어업 등의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입력하십시오.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작성한 수입내역서를 보면서(b) , 「収入」 수입 과（ ） 「所得」 소득 을（ ）

입력하십시오.

② 농업소득農業所得（ ） 첨부서류 수지내역서【 ： 】

농산물 생산, 과수 생산, 가축 사육 등으로 얻은 소득을 입력하십시오.

순서（ ）

「① 영업소득営業所得（ ） 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십시오」 .

③ 부동산소득不動産所得（ ） 첨부서류 수지내역서【 ： 】

땅값, 집세 등의 소득을 입력하십시오.

수입（ ）

「① 영업소득営業所得（ ） 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십시오」 .

에 대하여 신종 코로나 관련 급부금이나 협력금 등※①～③ (사업에 관한 휴업지원금 등)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

는 경우는 수지내역서 에 꼭 기재하십시오「 」 .

［입력 화면］



④ 이자소득利子所得（ ） 첨부서류 수입금액 등을 알 수 있는 명세서【 ： 】

공사채, 예금, 적금 이자 및 공사채 투자신탁 분배금 등으로 얻은 소득을 입력하십시오.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b)「収入」 수입 을 입력하십시오（ ） .

⑤ 배당소득配当所得（ ） 첨부서류 수입금액 등을 알 수 있는 명세서【 ： 】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 등 대주주 등이 받는 상장주식 배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십시오.

특정배당 등의 신고 불필요제도를 선택한 경우에는 시민세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수입(b)「収入（ ） 과 소득」 「所得（ ） 을 입력하십시오」 .

⑥ 雑所得（業務・その他） 잡소득（ (업무/기타)） 첨부서류 수입금액 등을 알 수 있는 명세서【 ： 】

「業務に係る雑所得」 업무와 관련된 잡소득 에는 원고료 강연료 등의 부수입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

에 입력하십시오.

「その他の雑所得」 기타 잡소득 에는 개인연금（ ） , 상조연금, 암호자산 거래 등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경

우 입력하십시오.



순서（ ）

(a)「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b)「業務に係る雑所得」 업무와 관련된 잡소득 을 클릭하십시오（ ） .

(c)「業務１枚目」 업무（ 1페이지 를 클릭하십시오） .

(d)「収入」 수입 과（ ） 「必要経費」 필요경비 를 입력하십시오（ ） .

업무에 관한 잡소득이(e) 2건 이상 있는 경우는 를 클릭해서 와 같이 입력하십시오「＋」 (d) .

(f)「その他の雑所得」 기타 잡소득 이 있는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십시오（ ） .

급여 공적연금 등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납부방법⑦給与・公的年金等に係る所得以外の納付方法（ ・ ）

급여 공적연금 이외의 소득에 대한 납부방법은 보통징수・ (직접 납부) 또는 특별징수(급여에서 차감)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납세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순서（ ）

(a) 「有」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 ） .

(b)「給与から差引（特別徴収）」 급여에서 차감（ (특별징수) 이나） 「自分で納付（普通徴収）」 직접（

납부(보통징수) 중에서 고르십시오） .

입력이 끝나면 「次へ」 다음 을 누르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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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５扶養控除・専従者 부양공제（ ・전종자）

① 配偶者情報（배우자 정보）

12월 31일 현재,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내연 관계가 아닐 것（１）

신고자의（２） 1월~12월 합계소득금액이 만엔 이하이고1,000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이 133만엔 이하일 것

사업전종자로 되어있는 배우자가 아닐 것（３）

다른 사람의 부양친족이 아닐 것（４）

신고자의 합계소득금액이 만엔을 넘고※ 1,000 ,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이 만48

엔 이하의 경우는 장애자 공제만 적용됩니다.

순서（ ）

(a)「有」（있음）에 체크하십시오.

각 항목에 입력하십시오(b) .

② 扶養親族情報（부양친족 정보）

월12 31일 현재, 신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십시오.

（１）1월~12월의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인 분

［입력 화면］

배우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배우자가 당신과 같이 살고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同居」：같이 살고 있다

「別居」：같이 살고 있지 않다

배우자의 1~12월 소득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장애 정도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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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２） , 사업전종자, 다른 사람의 부양친족이 아닌 분

순서（ ）

(a)「有」（있음）에 체크하십시오.

부양친족(b)「扶養親族１人目」（ 1명째 를 클릭하십시오） .

각 항목에 입력하십시오(c) .

부양친족이(d) 2명 이상인 경우는 를 클릭해서 와 같이 입력하십시오「＋」 (b～c) .

부양친족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부양친족이 당신과 같이 살고 있는지 선택해 주세요.

「同居」：같이 살고 있다

「別居」：같이 살고 있지 않다

扶養親族に障がいがある場合は、障がいの程度を入力してください。

〇選択なし（翻訳）

〇身障１級／身体障碍者１級（翻訳）

〇身障２級／身体障碍者２級（翻訳）

〇精神１級／精神障碍者１級（翻訳）

〇療育 A判定（翻訳）

〇その他（翻訳）

당신 입장에서 본 부양친족의 관계를 고르십시오.

〇子 자（ ）

〇父 부（ ）

〇母 모（ ）

〇祖父 조부（ ）

〇祖母 조모（ ）

〇その他 기타（ ）

부양친족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장애 정도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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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사업전종자 정보事業専従者情報（ ）

신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하십시오.

（１）12월 31일 현재 15세 이상일 것

신고자가 경영하는 사업에（２） 1년에 6개월을 넘는 기간 내내 종사하는 친족일 것

전종자가※ 3명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신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순서（ ）

있음 에 체크하십시오(a)「有」（ ） .

사업전종자(b)「事業専従者１人目」（ 1명째 를 클릭하십시오） .

각 항목에 입력하십시오(c) .

사업전종자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사업전종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사업전종자의 종사 개월수를 입력해 주세요.

당신 입장에서 본 사업전종자의 관계성을 선택해 주세요.

〇選択なし 선택 없음（ ）

〇配偶者 배우자（ ）

〇その他 기타（ ）

사업전종자의 전종자 급여(공제)액을 입력하십시오.

전종자 급여［ (공제)액］

다음 중 적은 액수를 입력하십시오.

・사업소득 사업전종자 수÷（ ＋１）

・배우자86만엔, 기타 친족50만엔

전종자 공제액은 신고자의 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



사업전종자가(d) 2명 이상인 경우는 를 클릭해서 와 같이 입력하십시오「＋」 (b～c) .

입력이 끝나면 「入力内容の確認を行う」(입력내용 확인하기)를 누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