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가
궁금하시다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에게
문의하세요!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211-2552~3

225-2308

749-8276

밀양시

통영시

사천시

359-5818

650-3242

831-2267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330-0813

639-3186

392-2121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570-2732

580-2513

530-1093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670-2074

860-3057

880-2032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970-6023

960-4258

940-3292

합천군
930-305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절차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편리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조회납부·신고납부·자동이체신청 등이 가능
하고, 지방세외수입 조회납부,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납부도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로 검색)

스마트위택스

위택스 모바일 버전인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환급금 조회·신청, 납부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각통신사 앱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이용)

자동이체

납세자 신청에 의하여 세금이 납세자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는 서비스로 전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신청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사이트나 농협과 경남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CD/ATM

폰뱅킹

신용카드

납세자 개인에게 「지방세 입금 전용 계좌」인 가상계좌를
부여하면 납세자는 고지서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 시군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CD/ATM기 납부는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 시군에서 이용가능 합니다.

지방세목별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세

목 납부방법

취득세

납부기간·납부기한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보통징수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균등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보통징수
•재산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주민세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보통징수 •정기분 :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자동차세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지방 •신고납부
(다음년도 5.1~5.31)
소득세 •보통징수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특정자원분(조례) :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지역자원 •신고납부
•특정부동산분(조례) : 매년 7월(16~31), 9월(16~30)
시설세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
등록 •보통징수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면허세 •신고납부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농협과 경남은행의 전용 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로 전 시군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에는 신한, 외환, 롯데,
NH, 제주, BC, 삼성, 씨티, 전북, 수협, KB, 현대, 하나
SK, 광주(14개사)가 있으며, 시군 세무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납부, 카드사 홈페이지 및 CD/ATM
기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 있습니다.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지방 •신고납부
•
주 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
문의전화
| 경상남도 055-211-2553
교육세 •보통징수
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