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나
기타 정보

뉴욕주 세금 환급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뉴욕주 비양육 부모 근로 소득세 환급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 법원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이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이나 뉴욕주 EITC를 청구할 수 있으나
모두 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각 환급에 따라 수령할 금액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 선택합니다.

양육비 및 부양자 부양 수당
VITA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VITA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프로그
램은 무료 서류 작성 지원 및 환급서 접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ITA 센터 찾기:

자녀 양육비나 성인 부양자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 뉴욕주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00-906-9887으로 전화하세요
IRS 웹 사이트 방문: www.irs.gov

자세한 정보는 VITA 자원봉사자에게 문의하거나
www.otda.ny.gov/workingfamilies 를 방문하
십시오.

자세한 내용과 기타 가능한 세금 환급에
대한 자격여부는 www.mybenefits.ny.gov
를 방문하십시오

본인의 세 신고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tax.ny.gov/pit/
efile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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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를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모두 얻기

환급금을 받으려면 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해야 합니다. 전자식 작성은
환급서를 접수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환급을 받을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세금보고에 대한 무료지원은
www.tax.ny.gov/pit/file/vita.htm.를 방문하십시오.

신청방법

4,554달러
44,846달러
20,430달러

1
0

DTF-215.2 (10/16) (뒷면)

Pub-4786 KO (10/16) (뒷면) Korean

683달러

7,522달러
50,198달러

8,463달러

EITC**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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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5달러

최대 소득*

2016 년 소득 수준에 근거:
* 공동 접수를 위한 최고 지원 금액.
** 뉴욕시, 뉴욕주, 연방 환급금의 최대 통합 총액 기준.

가족이 기본적
수입을 올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내
상태를 참고하십시오.

공적 부조
SNAP 급여
생활 보조금(SSI)
공공 주택
Medicaid 혜택

3+

자녀 수

EITC 자격을 갖추려면 특정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취업 또는 자영업에서 수입을 올림;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음(환급금을 신청할 때 ITIN 필러는 사용할 수
없음);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자격을 갖춘 자녀가 있거나, 자격을 갖춘 자녀가 없는
경우, 최소한 25살 이상이고 65세 미만으로 $3,400이하의 투자소득을 가진
경우.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뉴욕주, 뉴욕시는 근로 소득세 환급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세 환급은 근로자로서 특정 소득 지침에 부합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환급금은 접수 상태, 가족의 근로 소득, 자격을 갖춘 자녀 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 환급을 접수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ITC 자금은 여러분의 다음에 대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희소식

근로소득
세액 환급
(EI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