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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통령이 서명한 재난선포서를 발행한 후 선포된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적 재난 세금 감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www.irs.gov에서 “전국의 국세청 뉴스(IRS News From the Around the Nation)”를 검색하여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행정적 재난 세금 감면을 자세히 설명하는 뉴스 보도를 확인하십시오. www.irs.gov 에서 추가 재난 정보를 
찾거나 IRS 양식 및 간행물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 재난 세금 감면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특정 신고 및 세금 납부 기한의 연기를 포함합니다. 국세청의 기록 
주소가 뉴스보도에 나열된 재난 지역 내에 있는 경우 국세청의 행정적 재난 세금 감면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재난 
지역 밖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재난 핫라인(1-866-562-5227)으로 전화하여 행정적 재난 
세금 감면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환되지 않은 재해손실이 있고 직전 과세 연도에 연방 소득신고를 하고 연방소득세를 낸 경우, 현재(또는 내년까지)
수정신고를 하여 상환되지 않은 재해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 손실(영어), 간행물 
584, 재해, 재난 및 도난 손실 워크북(개인 용도 자산)(영어) 및 584-B 사업재해, 재난 및 도난 손실(영어)을 참조합니다.

기타 구호 조치
국세청은 보장되는 재난 지역에 위치한 납세자에 대해 이전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 사본에 대해 일반적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납세자는 양식4506, 세금 신고서 사본 요청(영어) 또는 양식4506-T, 세금 신고서 사본 요청(영어) 상단에 
굵은 글씨로 배정된 FEMA 재해 및 재난(예:“FEMA-4596, 앨라배마 - 심각한 폭풍, 직선형 강풍 및 토네이도”)을 
적절하게 포함해야 하며, 이를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www.irs.gov에서 ”명세서 받기(Get Transcript)”를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명세서를 주문합니다. 

국세청에서 수금 또는 검사 문제에 대해 연락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이 사안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재해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재난 정보 및 지원
 � www.irs.gov에서 “재난(Disaster)” 검색하기
 � IRS 세금 명세서 온라인 요청: https://www.irs.gov/ko/individuals/get-transcript

 � IRS2Go 휴대폰 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명세서 요청
 � IRS 재난 핫라인에 전화:1-866-562-5227
 � 세무사에게 문의하기
 �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 웹사이트 (www.fema.gov) 방문
 � 연방 재난 지원 웹사이트 (www.disasterassistance.gov) 방문
 � 중소 기업청 웹사이트 (www.sba.gov) 를 방문하여 저금리 재난 대출에 대한 정보 얻기

납세자 보호 서비스(TAS)1-877-777-4778는 
다음과 같은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문제가 귀하, 귀하의 가족 또는 귀하의 사업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사업이 즉각적인 불리한 조치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 국세청에 연락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거나 국세청이 약속한 날짜까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재난 지원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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