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확인번호 W165-4078-2270-2116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2022-06-01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057214

(1/1)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ㆍForeign)Registration Number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납세자
Taxpayer

124751-0004250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17-16 (주안동,주안행복주택), 2층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umber(Cellular phone number)

010-9727-3506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대금수령
[ ] Receipt of payment
해외이주
[ ] Emigration
부동산 신탁등기
[ ]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그 밖의 목적
[ ] Others

대금 지급자
Payer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yyyy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월
mm

일
dd

공모사업 제출용
1 부
Copy(Copie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2022 년(yyyy) 06 월(mm) 01 일(dd)
신청인(납세자)

인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Applicant(Taxpayer)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 해당 사항 없음(None)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
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n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2022 년(yyyy) 07 월(mm) 01 일(dd)
1. 증명서 유효기간: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 7조(납세증명서의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유효기간)
2022 년(yyyy)

06 월(mm)

01 일(d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The Chief of Michuhol District

(직인)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 위택스( www.wetax.go.kr ) 의 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 ·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