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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납세자님, 

 

소득세 기록에 따르면 귀하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으로부터 2017년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서 급여 또는 자영업으로 신고한 소득과 부양자녀공제를 청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귀하는 수혜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째, www.irs.gov/EITC를 방문하여 연방 EITC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둘째, 동봉된 양식을 

작성하여 주소가 적힌 동봉된 봉투에 넣어 2021년 4월 15일까지 IRS로 보내주세요.  

 

• 부양자녀공제를 청구하셨다면 동봉된 스케줄 EIC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 맨 

위에 귀하의 성함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입하세요. 

• 부분적으로 작성된 양식 1040X에는 귀하의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하고, 공동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하세요.  

• 양식 1040X에 서명하고,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배우자 서명도 포함하세요. 

 

해당 공제는 IRS에 2021년 4월 15일까지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뉴욕 주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귀하께 통지서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통지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311번으로 전화하세요. 뉴욕시 외부에서 또는 중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212) 639-9675번으로 전화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NYC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추신: 올해 세금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경우 NYC 무료 세금 준비(Free Tax Prep)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가까운 기관을 찾는 경우 

www.nyc.gov/taxprep을 방문하시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세요.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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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보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2017 년 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 자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IRS에 수정된 2017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란 무엇입니까?  

근로소득세액공제란 정부가 자격이 되는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2017년에 벌은 급여 또는 자영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IRS, 뉴욕주 및 뉴욕시는 

자격이 되는 모든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3.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www.irs.gov/eitc에서 EITC 자격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자격이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미혼과 자녀가 없는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미혼(독신)인 경우 소득이 $15,010 

미만이어야 하고, 결혼하고 공동 신고한 경우 소득이 $20,600 미만이고 귀하(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2017년에 25세에서 64세 사이여야 합니다. 

 

5. 다른 연도에 대한 EITC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세금 신고 시 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후까지 수정된 연방 세금 양식 1040X를 

제출하고 EITC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2017년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2018 년과 2019 년에 대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 공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면 2020년 세금 신고서 작성 시 EITC를 청구하세요.  

 

6. 2017년 과세 연도에 대한 EITC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봉된 편지에 나와있는 글머리 기호 단계를 따르세요. 

 

7. 주 세금 보고서에 EITC를 청구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주 또는 시 EITC 공제 자격이 되는 경우, 뉴욕주 세무회계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서 추후 몇 주 내에 연락을 드립니다. 납세자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 연방 세금 준비에 관한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뉴욕시는 NYC 무료 세금 준비(Free Tax Prep)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 신고를 돕고 중요한 공제 

혜택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가까운 기관을 찾는 경우 

www.nyc.gov/taxprep 을 방문하시거나 311 번으로 전화하세요. 뉴욕시 또는 다른 지역에서 

기관을 찾으려면 IRS에 (800) 906-988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irs.gov를 방문하세요. 

 

9. 주 세금 보고 준비에 관한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관 및 요구되는 문서를 포함하여 주 세금 보고 준비 옵션 및 EITC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311 번으로 전화하여 "Free Tax Preparation Assistance"를 요청하세요. 또한 

www.nyc.gov/taxprep을 방문하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