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TFA-367-SUT-K (앞) 개정. 7 (6-20)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 부서

매출 및 사용세액계좌 분기별 신고 안내 및 선납 신고 기준
(다음 마감일은 특별 보고 기준으로 제출하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의 선납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3분기, 4분기

첫 선납금 마감은 분기 첫 달의 다음 달 24일 이전입니다.

두 번째 선납금 마감은 분기 둘째 달의 다음 달 24일 이전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기의 모든 선납금액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적어도 해당 달 세액의 90% 이상, 또는

2. 당해 연도의 해당 분기 동안 보고된 세액 측정치의 1/3 (선납 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값)과 동일. 단, 귀하 또는 귀하의 전임자가 모든 분기
동안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을 경우.

2분기

첫 선납금 마감은 5월 24일 이전입니다. 이 이 선납금은 4월달에 대한 것이며, 금액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적어도 4월달 세액의 90% 이상, 또는

2. 당해 연도의 해당 분기 동안 보고된 세액 측정치의 1/3(선납 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값)과 동일. 단, 귀하 또는 귀하의 전임자가 모든 분기
동안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을 경우.

두 번째 선납금 마감은 6월 24일 이전입니다. 이 선납금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금액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5월 세액의 135%와 동일, 또는

2. 5월 세액의 90%와 6월 전반부 15일 세액의 90%와 동일, 또는

3. 당해 연도의 해당 분기 동안 보고된 세액 측정치의 1/2(선납 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값) 이상. 단, 귀하 또는 귀하의 전임자가 모든 분기 동
안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을 경우.

판매 및 사용 세액 선납 및 소득 신고 마감일

(끝)

분기별 또는 분기별 선납금 보고 기준

보고 기간 기간 종료일 마감일

1분기 (1월~3월)
첫 선납금 3/31/YY 2/24/YY
두 번째 선납금 3/31/YY 3/24/YY
분기별 소득세 3/31/YY 4/30/YY

2분기 (4월~6월)
첫 선납금 6/30/YY 5/24/YY
두 번째 선납금 6/30/YY 6/24/YY
분기별 소득세 6/30/YY 7/31/YY

3분기 (7월~9월)
첫 선납금 9/30/YY 8/24/YY
두 번째 선납금 9/30/YY 9/24/YY
분기별 소득세 9/30/YY 10/31/YY

4분기 (10월~12월)
첫 선납금 12/31/YY 11/24/YY
두 번째 선납금 12/31/YY 12/24/YY
분기별 소득세 12/31/YY 1/31/YY



CDTFA-367-SUT-K (뒤) 개정. 7 (6-20) 

매출 및 사용세액 계좌 월별, 정기 분기별, 연간 및 회계연도 기준 신고 마감일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구매에 대한 사용세를 신고하는 경우, 제출 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구매자에 대한 세금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기간 동안 사용세의 적용을 받는 판매나 구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별 또는 정기 분기별 보고 기준

보고 기간 기간 종료일 마감일

1월 1/31/YY 2월 마지막 날
2월 2월 마지막 날 3/31/YY
3월 3/31/YY 4/30/YY
1분기 소득세 3/31/YY 4/30/YY
4월 4/30/YY 5/31/YY
5월 5/31/YY 6/30/YY
6월 6/30/YY 7/31/YY
2분기 소득세 6/30/YY 7/31/YY
7월 7/31/YY 8/31/YY
8월 8/31/YY 9/30/YY
9월 9/30/YY 10/31/YY
3분기 소득세 9/30/YY 10/31/YY
10월 10/31/YY 11/30/YY
11월 11/30/YY 12/31/YY
12월 12/31/YY 1/31/YY
4분기 소득세 12/31/YY 1/31/YY

연간 보고 기준

보고 기간 기간 종료일 마감일

1월~12월 12/31/YY 1/31/YY

연간 보고 기준

보고 기간 기간 종료일 마감일

1월~12월 12/31/YY 4/15/YY

회계연도 보고 기준

보고 기간 기간 종료일 마감일

7월~6월 6/30/YY 7/31/YY

유자격 구매자 및
연간 기준 소비자 사용세액계좌의 신고 마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