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후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마십시오.

노인 임대료 인상 면제/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제(SCRIE/DRIE) 가구 소득 워크시트
(신청자 가구 소득 확인 방법)
첨부된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본 신청서 제출일 직전 역년 동안 연간 총 가구 소득을 확인하십시오. 가구 구성원 각자에 대한 소득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함께 거주하는 두 명 이상의 추가 가구 구성원이 있으면 별지에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서와 함께 동봉하십시오.

시작 전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일 직전 역년 동안 신청자 및 추가 가구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모든 소득 서류를 수집하십시오. 예를 들면, 신청서를 
2020년에 제출할 경우 2019년 소득 서류가 필요합니다. 워크시트 1~15행에서 이런 소득을 보고하고 신청서 제출 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득 워크시트에 해당 소득 유형에 대하여 제공된 입력란에 받은 총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소득원: 

1행 – 사회 보장 수당(SSA)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사회 보장국에서 받은 퇴직금 총액 또는 유족 
수당을 입력하십시오. SSA의	1099	양식,	IRS의	1040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의료비에	대한	Medicare/Medicaid에는	상환액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2행 -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SSDI를 입력하십시오. 받은	수당에	대한	
모든	수당	수여증을	참조하십시오.

3행 – 생활 보조 보험(SSI)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SSI를 입력하십시오. 받은	수당에	대한	
모든	수당	수여증을	참조하십시오.

4행 - 재향 군인(VA) 장애 연금 또는 장애 보상 수당
미국 재향 군인회에서 VA 수당을 받은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모든 수당에 대한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수령한 금액을 나타내는 재향 
군인회로부터 받은 모든 수당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5행 – 미국 우정청 (USPS) 장애 연금 또는 장애 보상 수당
USPS에서 USPS 수당을 받은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모든 
수당에 대한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수령한 금액을 나타내는 USPS로부터 
받은 모든 수당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6행 – 임금/급여/팁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임금, 급여 및 팁의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W-2의	1번	입력란,	1099-MISC의	7번	입력란,	IRS의1040	
양식,	NYS의	IT-201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7행 – 연금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연금의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8행 – 장애 보조금/산재 보상금 지급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산재 보상금의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신청서와 함께 수여증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9행 – 과세 대상 소득 및 비과세 대상 소득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모든 과세 및 비과세 이자의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1099-INT의	1번	입력란,	IRS의	1040	양식,	NYS의	IT-201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10행 – 임시 현금 지원(공공 지원)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현금 지원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현금 
지원을 받는 모든 가구 구성원에 대한 신청서와 함께 예산 내역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SNAP/푸드 스탬프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11행 – 사업 소득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순 사업 소득원을 입력하십시오. IRS의	
1040	양식,	NYS의	IT-201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손실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순 사업 소득은 총 수령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12행 - 양도 소득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양도 소득의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IRS의	1040	양식,	NYS의	IT-201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손실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13행 – IRA 소득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IRA 소득의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연말 소득 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총	분배액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IRA	이월금	또는	전환금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14행 – 연금 소득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받은 연금 소득의 총액을 입력하십시오. 
연말 소득 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총	분배액은	포함하지	마십시오.	

15행 - 모든 기타 소득
받은 기타 소득을 모두 입력합니다. 기타 소득으로는 임대 소득, 
하숙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부동산 또는 신탁, 위자료, 자녀 양육비, 
도박 상금, 과세 및 비과세 배당금, 채무의 말소로부터 얻은 소득 및 가족/
친구로부터 받은 임대료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16행 - 1행~15행 추가 후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 공제

17행 – 연방 정부 소득세
(W-2의	2번	입력란	및	1099	양식-연방	정부	세금	원천징수	입력란	또는	
1040	양식)

18행 – 주 정부 소득세
(W-2의	17번	입력란,	1099	양식-주	정부	세금	원천징수	입력란	또는	
IT-201	양식)

19행 – 지방 소득세
(W-2의	19번	입력란	또는	IT-201	양식)

20행 – 사회 보장세
(W-2의	4번	입력란)

21행 - 17행~20행 추가 후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총 가구 소득

22행 – 16행에서 21행을 빼고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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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소득 출처: 신청자 가구 구성원 #1 가구 구성원 #2 합계

1 사회보장 수당(SSA)
(SSA-1099의	5번	입력란,	IRS의	1040	양식)

$ $ $ $

2 사회보장 장애 보험(SSDI)
(SSDI	수당	명세서)

$ $ $ $

3 보충적 보장 보험(SSI)
(SSI	수당	명세서)

$ $ $ $

4 재향 군인(VA) 장애 연금 또는 장애 보상 수당
(연간	수당	명세서)

$ $ $ $

5 미국 우정청(USPS) 장애 연금 또는 장애 
보상	수당(연간	수당	명세서)	

$ $ $ $

6 임금/급여/팁
(W-2의	1번	입력란,	1099-MISC의	7번	입력란,	IRS의	1040	양식,	NYS의	IT-201	양식)

$ $ $ $

7 연금
(1099R의	1번	입력란,	연금	내역서의	총	연금액,	IRS의	1040	양식)

$ $ $ $

8 장애 보조금/산재 보상금 지급
(수여증	첨부)

$ $ $ $

9 과세 및 비과세 이자
(1099-INT의	1번	입력란,	IRS의	1040	양식)

$ $ $ $

10 임시 현금 지원(공공 지원)
(PA	예산	명세서)

$ $ $ $

11 사업 소득
(IRS의	1040	양식—손실액은	제외,	NYS의	IT-201	양식)

$ $ $ $

12 양도 소득
(IRS의	1040	양식,	NYS의	IT-201	양식—손실액은	제외)

$ $ $ $

13 IRA 소득
(연말	소득	내역서—분배액은	제외)

$ $ $ $

14 연금 소득
(연말	소득	내역서—분배액은	제외)

$ $ $ $

15 기타 모든 소득
(소득원	목록에	대한	FAQ	참조)

$ $ $ $

16 총소득(1~15행 추가)	 + $ $ $ $

해당 공제

17 연방 소득세
(W-2의	2번	입력란	및	1099	양식-연방	정부	세금	원천징수액	입력란	또는	1040	양식)

$ $ $ $

18 주 소득세
(W-2의	17번	입력란,	1099	양식-주	정부	세금	원천징수액	입력란	또는	IT-201	양식)

$ $ $ $

19 지방 소득세
(W-2의	19번	입력란	또는	IT-201	양식)

$ $ $ $

20 사회 보장세 
(W-2의	4번	입력란)

$ $ $ $

21 총 공제(17행~19행 추가)	 + $ $ $ $

22 총소득(16행~21행)        – $ $ $ $

SCRIE/DRIE 적격성 여부 소득 워크시트
작성 후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마십시오.

총액을 22행:	 에서 뺀 후 해당 금액을 36으로 나눈 값(÷) = $

월 소득의 1/3은 무엇입니까?

답변이 예인 경우 적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신청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급하는 현재 임대료보다 더 많습니까?	 ■ 예	 ■ 아니요

2  | 소득 워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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