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다이시 

출국자 고지사항 

 

출국 전에 지방세(市稅) 납부 수속을 해야 합니다 

 

평소 센다이시 세무 행정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국할 경우 시세(지방세) 납부 수속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해도 개인 시현민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시현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그 해 1월 1일 시점에 거주하는 주

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도중에 출국하는 자에게도 개인 시현민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국 전에 납부 수속을 해야 하는 자 

◎ 1 월부터 6 월(납세 통지서 발송 전) 사이에 출국하는 자 

출국한 해의 시현민세 납세 통지서는 6 월 중순에 발송됩니다. 전년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

득이 있어 시현민세가 과세되는(시현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출국하기 전에 본인을 대신해 

납부에 관한 서류의 수령과 납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해 주는 「납세 관리인（※）」을 정하거나 혹

은 납세통지서 받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선납」을 해야 합니다. 

※「납세 관리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면에 있습니다. 

 

◎ 6 월(납세 통지서 발송 후)부터 12 월 사이에 출국하는 자 

출국하기 전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수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납된 시현민세가 있는 경우, 본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납세 관리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 납세 관리인 설정 방법  

출국 전에 붙임의 「개인 시현민세 납세 관리인 선정정변경신고(신청)서」를 시청 시민세과에 제

출해 주십시오. 

※ 시외에 거주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아울러 「개인 시현민세 납세관리인 

(선정・변경) [승인 · 부인] 서」제출이 필요합니다. 

◇ 선납 절차 

납세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세금 금액을 계산하여, 출국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기 위해 붙임「선

납 신고서」와 확정신고서 사본, 원천 징수표 등 전년도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시

청 시민세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세금은 후일 센다이시가 발송하는 납부서로 출국하기 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시현민세 수속・문의＞ 

담 당：센다이시 재정국 세무부 시민세과 

소재지：센다이시 아오바구 후츠카마치 1－1 센다이시청 북청사 5 층 

전 화：022－214－8637（아오바구・이즈미구 주민） 

    022－214－8638（미야기노구・와카바야시구・다이하쿠구 주민） 

개인 시현민세 수속 

※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소유자는 뒷면의                                을 확인하십시오. 

※ 소형 오토바이나 경자동차 소유자는 뒷면의              을 확인하십시오.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수속 

경자동차세 수속 



 

 

◇ 출국 전에 납부 수속을 해야 하는 자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는 그해 1월 1일 시점에 센다이 시내에 고정자산(토지, 가옥 또는 상각 자

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그 해 연도 분의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도 도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그해 1 월 1 일에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 1 월부터 4 월 사이(납부 통지서 발송 전)에 출국하는 자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납세 통지서는 그해 4 월 상순에 발송되므로, 그 이전에 출국하는 자는 

본인을 대신해 납부 관련 서류 수령과 납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납세 관리인」을 설정해야 합

니다. 

◎ 4 월(납부통지서 발송 후)부터 12 월 사이에 출국하는 자 

출국 전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특히 수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미납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가 있는 경우, 혹은 익년 1 월 1 일에도 계속 시내에 고정자산

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해 납부를 대행할「납세 관리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 납세 관리인 설정 방법 

출국 전에 「고정자산세 납세 관리인 선정・변경 신고(신청)서」를 시청 자산과세과에 제출해 주

십시오. 

 

 

 

 

 

 

◇ 납세 관리인에 대하여 

◎ 납세 관리인이란 

시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하지 않는 납세 의무자가 납부에 관한 사무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선

임하는 것입니다. 

◎ 납세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국내에 주소, 거주, 사무소, 사업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 포함)입니다. 납세 관리인을 선

임할 경우에는 담당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 납세 관리인의 역할 

납부통지서 수령, 세금 납부 등 납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합니다. 

 

 

소형 오토바이나 경자동차 등을 소유한 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친족 양도도 포함) 또는 폐차 

수속을 해야 합니다. 

수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동차세 수속・문의처＞ 

담 당：센다이시 재정국 세무부 시민세 기획과 제세(諸稅)계 

소재지：센다이시 아오바구 후츠카마치 1－1 센다이시청 북청사 4 층 

전 화：022－214－8625 

경자동차세 수속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수속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수속・문의 처＞ 

담 당：센다이시 재정국 세무부 자산과세과 

소재지：센다이시 아오바구 후츠카마치 1－1 센다이시청 북청사 1 층 

전 화：022－214－8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