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서비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매뉴얼

대상자: 2019년 근로자 중 2019.12.31.기준 재직자

연말정산 방법: 인터넷 익스플로러 직접 입력

대행업체: 유니크컴퍼니

* 경비직종 제외



연말정산 문의

① 작성기한: 2020. 1.15.(수) ~ 1.28.(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PDF를 다운받아 입력해야 합니다. 

②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보완서류 제출기한: 2020. 2.10.(월) ~ 2.12.(수)

* 기 작성/증빙서류 누락분에 한해 서류 접수/2.12.(수) 도착분에 한해 반영

* 작성기한 엄수

1. 국세청 간소화 자료 중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항목(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공제)

2. 본인 지출분 중 국세청 간소화 자료 누락분(기부금, 안경구입비 등)

3.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등본, 계약서, 이체내역)

4. 인적공제 변동자(신규취업자, 출산&결혼 등 인적공제 변동)            

5. 2019년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서류 제출 필요항목

기타 항목별 제출서류 상세내역은 8-12page 참고

① 커뮤니티 - 1:1 고객문의를 통한 연말정산 Q&A를 직접 문의 가능/ 자주묻는질문(FAQ) 확인 가능

② 전화: 02-761-5800

③ 메일: help@uniqcompany.co.kr

④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 126번⇒ 5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순서

1. 개별로그인

핸드폰번호(-빼고)

주민번호 뒤 7자리

2. 연말정산체크리스트 작성 3. 연말정산작업->기초자료등록

인터넷 주소창에 http://neo.paybell.kr 을 입력하여 접속 합니다.
초기 접속 화면 입니다. (익스플로러만 가능합니다.)

http://neo.paynbell.kr/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순서

① 주황색 버튼 항목 클릭 -> 작성 -> 저장 -> 녹색버튼으로 변경

홍길동 750101-1234567

홍길동 750101-1234567

동대문구 천호*****, 12동 2001호

* 본인 및 추가 공제대상자 입력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순서

②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 업로드

PDF 다운로드 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①
① 무직기간 제외하고 체크

② 돋보기 모양 전체(14개) 클릭

③ 한번에 내려받기

(비밀번호 설정하지 말 것)

④ 바탕화면에 파일저장

②

③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순서

③ 국세청 간소화 PDF 내용 재 검증 및 추가 내역 작성

• 주황색 버튼 항목 클릭 -> 내용확인 및 수정 -> 저장 -> 녹색버튼으로 변경

• 검은색 버튼은 간소화 자료에 없는 값

• 오류 팝업창이 뜨면 확인 후 삭제 및 수정 후 저장 -> 공제 대상 아님

④ 화면 상단의 저장버튼 클릭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 순서

4. 추가서류 -> 추가서류 업로드 및 확인

1. 국세청 간소화 자료 중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항목(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공제)

2. 본인 지출분 중 국세청 간소화 자료 누락분(기부금, 안경구입비 등) 3.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등본, 계약서, 이체내역)

4. 인적공제 변동자(신규취업자, 출산&결혼 등 인적공제 변동)             5. 2019년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서류 제출 필요항목
기타 항목별 제출서류 상세내역은 8-12page 참고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준비서류(1/5)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적
공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 군, 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 면, 동 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 군, 구청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중 1
읍, 면, 동 주민센터

상이자 상이자 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연말정산 준비서류(2/5)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주택
자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 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대주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 주민센터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 시, 군, 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연말정산 준비서류(3/5)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 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연금저축계좌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월세액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월세액 이체내역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준비서류(4/5)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의료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 병원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안경(콘텍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보청기,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기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병의원,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산후조리원 비용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국세청



연말정산 준비서류(5/5)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 학원비 학원

교복구입비 구입처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당 등 국세청

국외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교육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