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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모바일앱 홍보자료 내용 시작]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자!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아직도 종이고지서를 받고 계시나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번에 해결!
"모바일 전자송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NAVER, PAYCO, 카카오페이,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MG새마을금고, NH 농협은행, 금융결재원, BNK부산은행, BN
K경남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K bank
모바일 전자송달 관련 문의처
- 신청방법 : 앱 사 고객센터
- 고지내용: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란?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세목]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자동차세 (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 이런점이 좋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 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 걱정이 없습니다.
종이고지서를 줄이면 숲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은?
모바일 앱으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한 
모바일 앱으로 송달합니다.
간편결재앱 : 네이버, NHN페이코, 카카오
금융앱: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재원
신청한 다음달 정기분 부과하는 세목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7월말까지 신청시 8월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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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고지서를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와 함께 신청 시, 추가 세액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앱 삭제, 핸드폰 변경시에는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습니다.
전자송달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한 앱으로 발송됩니다.

- 다른 전자송달 방법은?
지방세 고지서를 위택스(www.wetax.go.kr)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방법
①  위택스 / 위택스에 접속후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전자송달 신청)
②  스마트위택스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공인인증서 필요 →전자송달 신청)
③  상용메일 /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인증메일 확인

[2019모바일앱 홍보자료 내용 끝]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에 따른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수령 

2. 신청방법: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앱사 고객센터 

3. 신청기간: 2019. 6. 14. (금) ~ 

4. 이용혜택: 150원 세액공제 

5. 이용대상: 지방세 정기분(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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