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ハングル） 

 

鶴見区税務課作成(2009.10) 

쓰루미구 세무과 작성 (Tsurumi-ku zeimu-ka) 

 

외국인 구민을 위한 주민세(개인의 시·현민세)Q&A 
평소, 세무과의 창구나 전화 등으로 문의오는 주민세에 관한 의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Q. 급료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A: 통상, 소득세 (shotoku-zei) 와 주민세 (jyumin-zei) 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Q. 소득세 (shotoku-zei) 는 무엇? 

주민세 (jyumin-zei) 는 무엇?  

 
A: 소득세 (shotoku-zei) 는 나라의 세금입니다. 주민세

(jyumin-zei) 는 가나가와현과 요코하마시의 세금입니다.  

「시·현민세」(shi-kemmin-zei) 라고도 말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이나 세율 등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쓰루미 세무서 (Tsurumi zeimusho) 가 창구입니다.  

주민세는 쓰루미 구역소 (區役所) (Tsurumi kuyakusho) 가

창구입니다.  
 

 
Q. 소득세나 주민세도 급료에 

대한 세금입니까?  
 
 
 
 
 
 
 
 
 
 
 
 
 

 
A: 모두 개인이 취득한 급료 등의 수입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예를 들면, 급료를 월급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급료에서

매월 공제됩니다.  

연말 조정 (nemmatsu chousei) 이나 확정신고 (kakutei 
shinkoku) 에 의해 나중에 조정을 합니다.  

주민세 (jyumin-zei) 는 연말 조정 (nemmatsu chousei) 이나

확정신고 (kakutei shinkoku) 의 결과를 받고나서 계산하며, 

작년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1 년 늦게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09 년 1 년간의 수입에 대한 주민세는 2010 년

6 월부터 2011 년 5 월까지의 12 회로 징수됩니다.  

■연말 조정 (nemmatsu chousei)… 회사가 급료에서 공제하고

있었던 소득세를 개인마다 연말에 재계산하여 확정하는 것  

■확정 신고 (kakutei shinkoku)… 개인의 1 년간 (1/1∼12/31)

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를  자기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Q. 일본인과 외국인은 소득세나 

주민세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까? 

 
A: 국적에 관계없이 1 월1 일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1 년이상 체류할 경우는 일본인과 같습니다.  

또한, 세금의 계산방법은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Q. 외국인에 대하여 소득세 

(shotoku-zei) 나 주민세 

(jyumin-zei) 의 할인은 

있습니까?  
 

 
A: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할인은 없습니다.  

 
Q. 금년 10 월에 귀국합니다만, 

주민세의 지불은 10 월까지로 

좋습니까? 이미 1 년분을 

지불하고 있었을 경우는 

되돌아옵니까? 
 

 
A: 주민세는 전년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그 해의 도중에

귀국하여도 귀국전에 나머지의 전액을 지불해 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불한 주민세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Q. 작년 10 월에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주민세의 납세 

통지서 (jyumin-zei no nouzei 
tsuchisho) 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A: 예를 들면, 2008 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수입에 대한

주민세는 2009 년 6 월부터 2010 년 5 월까지, 12 회로 분할하여

급료에서 공제됩니다.  

2009 년 10 월에 회사를 퇴직했을 경우, 2009 년도의 주민세는

급료에서 2009 년 6 월부터 10 월까지의 5 회분이 공제되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7 회분의 주민세는 구역소 (區役所) (kuyakusho) 의

통지에 의해 개인이 직접 납부하여 주십시오.  
 

 
Q. 재류자격 (zairyu-shikaku). 의 

갱신 때문에,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jyumin-zei no kazei 
shoumeisho) (그림2) 와 

주민세의 납세 증명서 

(jyumin-zei no nouzei 
shoumeisho) (그림3) 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취득하면 

됩니까?  
 

 
A: 구역소 (區役所) (kuyakusho) 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및

동거의 친족 이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확인을 위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Q. 수입이 없습니다만,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jyumin-zei no kazei 
shoumeisho) 는 취득할 수 

있습니까?  

 
A: 구역소(區役所) (kuyakusho) 에서 신청합니다. 수입이 없을

경우는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증명서」(hi-kazei 
shoumeisho) 를 발행합니다.  

단, 확정 신고서 (kakutei shinkokusho) 또는 주민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경우, 근무처로부터 급여의 지불 보고서

(kyuyo no shiharai houkokusho) 가 구청에 제출되지 않고 있을

경우는,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으므로 구역소

(區役所) (kuyakusho) 에 문의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⑥

④

⑤ 

Gensen-choushu-hyou 
원천징수 표의 견해  

급료의 지불자에게 받아 주십시오.  

③소득 공제액의 합계액  
 

기초공제나 부제액,양 공 사회보험료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등의 합계액입니다.  

⑤사회보험료의 금액  
 

1∼12 월까지 지불한 후생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⑥원천징수액  
 

그 해의 소득 

세액입니다.  
 

②의 금액에서 ③의 

금액을 뺀 액에, 세율 

(5∼40%) 을 곱해서 

계산되어 있습니다.  

①지불금액  
 

당신의 

연수입니다.  
 

1∼12 월까지의 

급료·보너스의 

합계입니다.  

④부양 친족의 

인원수  
 

배우자 이외에 

부양하고 있는 

사람 (아이, 

부모 등) 의 

인원수입니다. 

당신의 성명 

당신의 회사명 

【그림 1】 

당신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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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그림3】 【그림4】

★ 납세증명서의 견본★ 과세증명서의 견본

★ kazei-shoumei shinseisho

★ nouzei-shoumeisho★ kazei-shoumeisho

★과세증명의 신청서(백색)

★jyumin-zei shinkokusho★ nouzei-shoumei shinseisho

그 해의 주민세를 어느정도 납부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년의 소득액이나 그 해의 주민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납세증명의 신청서(황녹) ★ 주민세신고서의 견본

1월1일 현재, 구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 세무서에 확정 신고 (kakutei shinkoku) 를 한 사람, 근무처로
부터 급료 지불 보고서 (kyuyo shiharai houkokusho) 가 제출되어
있는 사람, 세금상의 부양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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