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첫 소득세 신고를
위한 지원
Korean | 한국어
호주에 처음이신가요?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가 귀하의 첫 소득세 신고를
위해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ATO 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 하나요?
ATO 는 당해 회계연도에 귀하가 벌어들인 돈의 액수 (소득) 및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공제
내역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귀하가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지 (세금 청구) 혹은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지를 (세금 환급) 알려줍니다.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10월 31일 이전에 해당 세무사와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myTax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세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세무사와 상담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필요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tax file number (TFN)
• 환급을 받게 될 경우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
• 수입 – 벌어들인 돈에 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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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고용주들로부터 받은 소득 명세서
– Centrelink가 발행한 지급 요약서
• 공제 및 비용 – 청구하는 공제내역에 대한 증명
– 업무 관련 비용, 기부금 또는 선물 등에 대한 영수증
myTax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myGov의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myGov 계정이 없는 경우, my.gov.au (영어)에 가입한 후에 자신의 계정을 ATO
에 링크시키면 됩니다.
고용주, 은행 및 기타 사업체는 함께 일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ATO 에 제출합니다. ATO 는 이
정보들을 7월 말까지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미리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당해 회계연도 중에 받은 모든 소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모든 유형의 직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일들이 포함됩니다.
• 풀타임
• 파트타임
•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
• 자영업
• 캐쉬잡
또한, 아래와 같은 기타 소득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은행 계좌에 지급된 이자
• 정부 지급액 (예: Centrelink)
• 임대 부동산 소유
• 해외 투자
• 주식 배당금.
소득을 벌어들인 방식과 상관 없이, 모든 소득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내가 어떤 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일과 관련된 일부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및 여행 경비
면책조항: 이는 일반적인 요약 정보에 불과하며, 2020년 6월 2일 기준으로 최신의 정보입니다.
귀하는 본 자료를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복제, 개작, 변경, 전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ATO나 Commonwealth가 귀하, 혹은
귀하의 서비스나 상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는 불가합니다).

• 의류,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 홈오피스 경비
• 본인 부담 교육 경비
• 도구 및 장비.
ATO 웹사이트 ato.gov.au/deductions (영어)에서 청구 가능한 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과 같이, 청구하는 공제에 대한 기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ATO는 언제든지 납세자에게 이러한 기록을 제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ATO 웹사이트 ato.gov.au/otherlanguages 에 방문하십시오.
등록된 세무사에게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영어)
• What is income?
• Deductions you can claim
• Lodging your tax return
• Finding a registered tax agent
• Records you need to keep

세금 용어 설명
• 세금 신고서 - 매년 납세자가 작성해서 ATO에 보내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 납세자는

벌어들인 돈의 액수와 이미 납부한 세금의 액수를 ATO에 알립니다.
• 공제 – 때때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도구 혹은

특수 의복). 이들 중 일부 비용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 소득 – 일, 투자 혹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의 액수를 말합니다.
• 세무사 – 자신의 세금 및 연금을 관리해주도록 납세자가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면책조항: 이는 일반적인 요약 정보에 불과하며, 2020년 6월 2일 기준으로 최신의 정보입니다.
귀하는 본 자료를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복제, 개작, 변경, 전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ATO나 Commonwealth가 귀하, 혹은
귀하의 서비스나 상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는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