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附件 4 

첨부서류 4 

 

申请个税优惠补贴承诺书 

개인소득세 혜택보조금 신청 보증서 

（适用于申请人本人办理个税补贴申请手续） 

(신청인 본인의 개인소득세 보조금 신청 수속에 적용) 
 

本人拟申报    年纳税年度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

财政补贴，现郑重承诺如下： 

본인은 ______년 납세연도의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택 재정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하기와 같이 

정중히 보증한다: 

一、本人保证提供的所有电子信息和书面材料的内容均真实有

效，不存在《广州市关于实施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财政

补贴管理办法》第八条第三项之不诚信情形。 

一, 본인은 제출한 모든 전자정보와 서류의 내용이 진실 

유효하며 ≪廣州市의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택 재정보조금 관리방법≫ 第八條 第三條目의 관련 

불성실신용 상황이 없음을 보증한다. 

二、本人同意并授权广州市关于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

政策财政补贴审核、监督部门就本人有关信息向相关机构或组织进一

步核查，同时也同意并授权相关机构或组织就核查内容反馈相关信息

资料。 

二, 본인은 광저우시의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택 재정보조금 심사, 감독부서가 본인의 관련 

정보에 대해 상관 기구 또는 조직에 재확인,심사하는 것을 동의 

및 授權하며, 동시에 관련 기구 또는 조직이 재확인,심사내용에 

대해 관련 정보서류를 답장하는 것을 동의 및 授權한다. 

三、本人纳税年度内在广州市工作累计满 90 天。 

三, 본인은 납세연도 내에 광저우시에서 총 근무시간이 

90 일에 달한다. 

四、本人接受按照《广州市关于实施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

优惠政策财政补贴管理办法》所列公式求得的年度个税补贴计算结



果。 

四, 본인은 ≪廣州市의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택 재정보조금 관리방법≫이 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한 연도 개인소득세 보조금 결과를 인정한다. 

五、本人确定将相关补贴拨付到以本人之名在中国内地开设并

已激活的Ⅰ类银行结算账户（即全功能账户），具体为：账户名

称：             ，开户银行（支行名称）：               ，银

行账号：                           。 

五, 본인은 보조금을 본인 명의로 중국 국내에서 개설 및 

개통한 I 류 은행결산계좌(全기능계좌)에 지불함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계좌성명:         , 계좌개설은행：               , 

계좌번호：                         이다. 

六、本人在申请本财政补贴前，已完成相应纳税年度的个人所

得税补税或退税手续，并保证本补贴审核通过后，不再重复申领相应

纳税年度的个人所得税退税。 

六, 본인은 동 재정보조금 신청 전, 이미 동 납세연도의 

개인소득세 보충납세/퇴세 수속을 완성 하였으며, 동 보조금이 

심사 통과된 후 동 납세연도의 개인소득세 보충납세/퇴세를 

거듭 신청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七、本人对所有填报内容和提交材料的真实性负责，由此产生

的一切责任由本人承担。 

七, 본인은 모든 기입 내용과 제출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지며 이로 산생된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한다. 

                            申请人签名： 

                            신청인서명: 

年    月    日 

년    월    일 

 

 

 

 

 

 



申请个税优惠补贴承诺书 

개인소득세 혜택보조금 신청 보증서 
（适用于扣缴义务人代申请人办理个税补贴申请手续） 

(대행납세의무자의 개인소득세 보조금 대리신청 수속에 

적용) 
 

我单位是    年纳税年度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财

政补贴申请人           （申请人姓名）的扣缴义务人。现郑重承

诺如下： 

본 업체는 ____년 납세연도의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택 재정보조금 신청인     (신청인성명)의 

대행납세의무자이며, 하기와 같이 정중히 보증한다: 

一、本单位已充分了解广州市关于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

惠政策财政补贴的申报要求，认真审查了申请人资格，确保所有申报

材料、申报信息真实、完整，申报资质有效。 

一, 본 업체는 廣州市의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택 재정보조금의 신청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인 자격을 열심히 심사하였으며 모든 신청서류, 신청정보의 

진실성, 완정성 및 신청자격의 유효성을 보증한다.  

二、本单位对申请人全部申报材料、申报系统中所填信息的真

实性、准确性，以及申报材料与申报系统中填报信息的一致性负责。 

二, 본 업체는 신청인의 모든 신청서류, 신청시스템에 

기입한 모든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및 신청서류와 

신청시스템에 기입한 정보의 일치성에 대해 책임진다. 

三、本单位已了解相关法律、法规和政策规定，如以申报虚假

材料和信息等行为骗取财政资金，本单位愿意承担相关的行政、经济

和法律责任。 

三, 본 업체는 관련 법률, 법률규정과 정책규정을 이해하며, 

허위서류와 정보 등 행위로 재정자금을 사기 취득 했을 경우 본 

업체는 관련 행정적, 경제적, 법률적 책임을 진다. 

四、本单位承诺不存在《广州市关于实施粤港澳大湾区个人所

得税优惠政策财政补贴管理办法》第八条第三项之不诚信情形。 

四, 본업체는 ≪廣州市의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택 재정보조금 관리방법≫ 第八條 第三條目의 

관련 불성실신용 상황이 없음을 보증한다. 

五、本单位同意并授权广州市关于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



惠政策财政补贴审核、监督部门就本单位和申请人有关信息向相关机

构或组织进一步核查，同时也同意并授权相关机构或组织就核查内容

反馈相关信息资料。 

五, 본 업체는 광저우시의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택 재정보조금 심사, 감독부서가 본 업체 및 

신청인의 관련 정보에 대해 상관 기구 또는 조직에 

재확인,심사하는 것을 동의 및 授權하며, 동시에 관련 기구 또는 

조직이 재확인,심사내용에 대해 관련 정보서류를 답장하는 것을 

동의 및 授權한다. 

六、申请人纳税年度内在广州市工作累计满 90 天。 

六, 신청인은 납세연도 내에 광저우시에서 총 근무시간이 

90 일에 달한다. 

七、申请人在申请本财政补贴前，已完成相应纳税年度的个人

所得税补税或退税手续。本单位保证本补贴审核通过后，不会再为申

请人代办重复申领相应纳税年度的个人所得税退税。 

七, 신청인은 동 재정보조금 신청 전, 이미 동 납세연도의 

개인소득세 보충납세/퇴세 수속을 완성 하였다. 본 업체는 동 

보조금이 심사 통과된 후 신청인을 대리하여 동 납세연도의 

개인소득세 보충납세/퇴세를 거듭 신청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八、本单位确定将相关补贴拨付到以申请人之名在中国内地开

设并已激活的Ⅰ类银行结算账户（即全功能账户），具体为：账户名

称：            ，开户银行（支行名称）：              ，银行

账号：                                         。 

八, 본 업체는 보조금을 신청인 명의로 중국 국내에서 개설 

및 개통한 I 류 은행결산계좌(全기능계좌)에 지불함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계좌성명:         , 계좌개설은행：               , 

계좌번호：                         이다. 

九、本单位及经办人将严格保护申请人信息，如因自身原因造

成信息泄露的一切后果由本单位自行承担。 

九, 본 업체 및 담당자는 신청인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것이며 본 업체의 원인으로 정보 노출을 초래한 모든 후과는 본 

업체가 자체로 책임진다. 

 

          法定代表人（机构负责人）签字： 

          법적대표자(기구책임자)서명: 

                                       年    月    日 

                                       년    월    일 

（单位盖章） 



 (업체날인) 

 

 

 

 

 

 

 

 

 

 

 

 

 

 

 

 

 

 

 

 

 

 

 

 



授 权 委 托 书 

授權委託書 
 

委托人：         （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财政补

贴申请人）  

委託人: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택 재정보조금 신청인) 

身份证件号：                    

신분증번호:                     

 

受委托单位：                    （属于委托扣缴义务人或其

他单位办理的填写） 

피위탁업체:                      (대행납세의무자 또는 

기타 업체에 위탁하여 신청할 경우 기입) 

法定代表人姓名：          

법적대표자 성명:           

法定代表人职务：          

법적대표자 직무:           

授权代办工作人员姓名：           

대행신청 담당자 성명:              

授权代办工作人员身份证件号：                        

대행신청 담당자 신분증 번호:                         

     

受委托人：         （属于委托个人办理的填写） 

피위탁인:          (개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기입) 

身份证件号：                   

    신분증 번호:                    

 

    委托人现委托受委托单位/受委托人作为合法代理人，代表本人

申请办理粤港澳大湾区个人所得税优惠政策财政补贴”事项（“登录国

家税务总局的自然人电子税务局查询个人所得税数据”事项除外）。

对受托单位的指定办理工作人员/受委托人在办理上述事项过程中所



签署的文件，本人予以认可。 

위탁인은 피위탁업체/피위탁인이 합법적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대표하여 ≪광동성-홍콩-마카오 大灣區 개인소득세 

혜택정택 재정보조금≫사항(국가세무총국 자연인 전자세무국에 

등록하여 개인소득세 데이터 검색 사항은 제외)을 신청함을 

위탁한다. 피위탁업체가 지정한 대리담당자/피위탁인이 상기 

사항을 신청하는 과정 중 서명한 서류를 본인은 인정한다.  

代理权限：一般代理。 

대리권한: 일반대리 

代理期限：20   年 7 月 1 日～20   年 月  日 

대리기한:  20   년 7 월 1 일～20   년 월  일 

 

 

 

委托人：（签名）                  受委托单位：（单位盖章） 

위탁인:  (서명)                    피위탁인:(업체날인) 

 

                             法定代表人：（签名） 

                              或 受委托人：（签名） 

                         법적대표자:(서명) 

                             또는 피위탁인:(서명) 

 

 

日期：   年   月   日              日期：   年   月   日 

일시:     년  월  일               일시: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