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2021년) -
1.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일용근로자는 ‘아니오’ 선택)
A) 예 > 2번
B) 아니오 >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입니까?
A) 예 > 3번
B) 아니오 > 2018년 납입 분부터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인가요?
A) 예 > 4번
B) 아니오 > 세대주인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가입하신 저축을 선택하세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 > 5-1번
B) 청약저축 > 6-1번

5-1. 과세기간(1.1~12.31) 중 본인,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 한 적이 없
나요?
A) 예 > 5-2번
B) 아니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2. 주택 당첨 이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등을 중도해지 하였나요?
A) 예 > 주택당첨 이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
다.
B) 아니오 > 5-3번

5-3. 공제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나요?
(단, 무주택확인서는 1회 제출에 한하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음)
A) 예 > 저축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B) 아니오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1. 과세기간(1.1~12.31) 중 본인,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나
요?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
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
A) 예 > 6-2번 
B) 아니오 >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적용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근로소득이 있습니까?(일용근로자는 ‘아니오’ 선택)
A) 예 > 2번
B) 아니오 >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인가요?
A) 예 > 3번
B) 아니오 >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인가요? (단독세대주 포함)
A) 예 > 4번
B) 아니오 > 3-1번

3-1.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았습니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A) 예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은 경우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
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B) 아니오 > 3-2번

3-2. 세대원이 취득주택에 실제 거주하나요?
A) 예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은 경우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
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B) 아니오 > 4번

4.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요건을 충족하나요?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로 봄)
A) 예 > 5번
B) 아니오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2019.1.1. 이후 차입한 경우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가요?
(2013.12.31. 이전 차입 시 :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4.01.01.~2018.12.31. 차입 시 :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A) 예 > 6번
B) 아니오 >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3년 이전: 3억 / 14년~18년 : 4억 / 19년 이후 : 5억)



6.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였나요?
A) 예 > 7번
B) 아니오 >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
니다.

7. 근로자 본인 소유주택으로 본인명의로 차입하였나요?
(단, 무주택확인서는 1회 제출에 한하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음)
A) 예 > 차입시점별로 상환요건에 따라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B) 아니오 > 근로자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거나,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 근로소득이 있습니까?(일용근로자는 ‘아니오’ 선택)
A) 예 > 2번
B) 아니오 >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인가요?
A) 예 > 4번
B) 아니오 > 3번

3.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았습니까?
A) 예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경우 세대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
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B) 아니오 > 4번

4. 국민주택규모(85㎡,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였나요?
A) 예 > 5번
B) 아니오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임차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가요?
A) 예 > 6번
B) 아니오 > 근로자 본인명의의 차입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받았나요?
A) 예 > 7-1번
B) 아니오 > 8-1번

7-1.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인가요?
A) 예 > 7-2번
B) 아니오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7-2.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나요?
A) 예 > 원리금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적용)
B) 아니오 >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1.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였나요?
A) 예 > 8-2번
B) 아니오 > 대부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2.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인가요?
A) 예 > 8-3번
B) 아니오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8-3.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가요?
A) 예 > 8-4번
B) 아니오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본인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
여 공제 가능합니다.

8-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했나요?
(2021년 3월 16일 이후 차입한 경우 1.2%
2020년 3월 13일~2021년 3월 15일까지 차입한 경우 1.8%
2019년 3월 20일~2020년 3월 12일까지 차입한 경우 2.1%)
A) 예 > 원리금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적용)
B) 아니오 >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