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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rocessing Flowchart

세무 처리 공정도

Prepare and Complete Return

세금 보고서 작성 및 완료

e-file

Paper

6-8 weeks

1-2 weeks

If you don’t have a
Social Security Number,
attach Form W-7, ITIN
Application.

You have online access to
information about your
refund 72 hours after IRS
acknowledges receipt
of your e-filed return, or
three to four weeks after
mailing a paper return.

If you owe taxes
make your payment
SUBMIT RETURN

6-8 주

1-2 주

사회복지 보장 번호가
없는 사람은 W-7,
ITIN 신청서 첨부.

귀하의 환급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의 전자신고
접수 통보 후 72시간
또는 서류신고 발송 후
3 - 4 주 후에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불할 것
세금 보고서 제출

Processing
Check Status of
Tax Return by:
 Calling 1-800-829-1040
 Tele Tax 1-800-829-4477
 Refund Hotline
1-800-829-1954
 Access Internet
www.irs.gov

If balance due
and no payment,
notice sent.

Refund
Sent

전자신고

서류신고

처리

Common Problems
that Delay Processing
 Incorrect Information
(SSN, ITIN, Birthdate)
M
 ath Errors
 T ax Law
 F iling Status
 E xemptions
D
 eductions
D
 ependents
C
 redits

Provide
Corrected
Information

세금 보고서 처리
상태 확인:
❏ 1-800-829-1040으로 전화
❏ Tele Tax 1-800-829-4477
❏ 환급 핫라인
1-800-829-1954
❏ 인터넷 이용
www.irs.gov

납부할 세금이 환급금
있는데 납부금이 보냄
없을 경우
통보를 보냄.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반적인 문제들
❏ 부정확한 정보
(사회복지 보장 번호,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생년월일)
❏ 계산 오차
❏ 조세법
❏ 납세자 구분
❏ 면제 사항
❏ 공제 사항
❏ 부양 가족
❏ 세액 공제

정정된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