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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_1. 재무제표 부가세 전송 메인 

1 재무회계 버튼 클릭 

재무회계 버튼 클릭  후  
전체메뉴를 클릭하여 하단의 경영정보 
/금융지원 메뉴를 클릭. 

2 재무제표 부가세 전송 메뉴 클릭 

금융자료전송의 재무제표 부가세 전송  
메뉴를 클릭하여 전송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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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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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송기관 조회 

재무자료 전송화면에서 자료를 전송하고  
싶은 전송기관 선택. 
 

★ 유의사항 

세무사_2. 전송기관 선택 화면 

2 

2 확인 버튼 클릭 

재무자료 전송 기관 선택 후 확인버튼  
클릭.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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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구분이 전자증명원인경우 FAX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됨. 



1 조회 할 결산년월 입력 

세무사_3. 전송할 재무자료 결산월 선택 및 자료 불러오기 화면 

4 2 재무제표 조회 

재무제표를 조회하기 위해 새로 불러오기 
또는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재무제표 조회. 

1 

재무제표를 조회할 결산년월 입력. 

2 

3 

3 조회된 재무제표 확인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된 재무제표의 
내용을 각 구분 탭을 이용해 확인. 

4 재무자료 전송 클릭 

자료의 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재무자료전송버튼 클릭하여 다음단계 진행.  

★ 
유의 사항 

 재무제표의 경우 입력한 결산년도를 
기준으로 3개년을 불러옴. 
 
 부가세의 경우 입력된 결산도의 마감 
완료된 자료를 불러옴. 
 
 다음 단계 진행 시 제출 자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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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 메시지창 

제출 목록 선택 창을 불러온다는 알림창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이동. 

1 

세무사_4. 재무자료 전송 선택 창 대기 화면 



1 전송 업체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전송하려는 기관과 전송 업체 및 세무대리 
인의 정보를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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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_5. 전송자료(재무제표/부가세) 선택 화면 

2 전송자료 선택 

제출하고자 하는 재무제표/부가세 자료 
 선택. 
(체크 표시가 된 자료만 전송됨.) 

3 

3 다음단계로 이동 

다음단계로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단계 이동. 

★ 
유의 사항 

 재무제표는 3개년을 불러 올 경우 이 
익잉여금을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필수 제출 여부에 대해 제출기관  
확인 요망. 
  
 부가세의 경우 입력된 결산도의 마감 
완료된 자료인 1개년만 제출이 가능. 
다른 년도를 제출할 경우 기수를 바꿔 
부가세를 별도로 제출.  
 



1 담당자 정보 입력 

증명원 발급 수수료 결제관련 전송 대상 
업체에 결제 요청 SMS가 발송 되기때문에 
해당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전송대상업체 : 재무자료 대상 업체.) 

세무사_6. 전송업체 담당자 정보 및 증명원 발급 수수료 입력 화면 

2 

2 증명원 발급 수수료 입력 

증명원 발급 수수료 금액을 입력. 
(최소 1만원 이상.)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시 넘어감) 

1 

★ 
유의사항 

3 

3 다음단계로 클릭 

담당자 정보와 증명원 발급 수수료를 정상 
적으로 입력하였다면 다음단계로 클릭 
하여 다음화면으로 이동. 

입력한 증명원 수수료는 공인인증 시 결제 
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송 대상업체 
에서 자료 전송 후 별도로 결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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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인증 관련 알림 확인  

 공인인증관련 전 공인인증 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알림 메시지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세무사_7. 공인인증관련 알림 화면 



1 

1 공인인증  

공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암호 입력 후 선택(확인) 버튼 클릭. 
(자료전송 최종 단계임.) 

세무사_8. 공인인증 화면 

★ 
유의사항  

해당 과정은 정보에 대한 인증과정이며,  
결제단계가 아님. 
* 결제는 taxpay.co.kr 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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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xp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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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_1. TAXPAY 웹사이트 로그인 

1 TAXPAY 접속 

www.taxpay.co.rk에 접속. 

2 로그인 

기업명 및 사업자 번호 입력. 
 
 

★ 
유의사항 

자료 전송 후, 검증이 완료되는 20~30분 
 후에 로그인 가능 . 

http://www.taxpay.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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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확인 

자료종류/과세기간, 수용기관, 결제금액을 
확인. 

2 로그인 

결제하기를 클릭하여 신용카드, 전자계좌 
이체로 결제 실행. 
 

회원사_2. 결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