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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Why should I pay taxes?
It is the law. Anyone who receives income, resides in the
United States and meets certain requirements is required to
file a federal tax return and pay taxes owed.
Are there penalties for not paying taxes?
Yes. Non payment of taxes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How does the federal government spend the
taxes collected?
Federal taxes supply the funds necessary to meet the nation’s
budget, and benefit every individual who resides in the United
States.

왜 내가 세금을 내야하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득자는 누구든지 연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미납시에는 처벌되는가?
그렇습니다. 세금미납은 민사 및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징수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연방세는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필요한 국가 예산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What is taxable income?
Income you receive from wages, self employment, tips, sale
of property, etc., is considered taxable income and subject to
reporting on income tax forms.

과세대상 소득은 무엇인가?
임금, 자영업, 팁, 자산 매각 등으로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며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Does my immigration status in this country
determine whether I must pay taxes or not?
No. The obligation to pay taxes does not depend on your
immigration status, but rather, on your income.

나의 미국 체류신분이 나의 납세의무 여부를 결정하는가?
아닙니다. 납세의무 여부는 귀하의 체류신분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 좌우됩니다.

Does IRS provide assistance to taxpayer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IRS provides a variety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Spanishspeaking taxpayers. Some materials are also available
in Chinese, Korean, Vietnamese and Russian. For information
on available resources, visit www.irs.gov.
What rights do I have?
We provide information on taxpayer’s rights (Publication 1),
how to appeal an IRS decision (Publication 5), and the
collection process (Publication 594). For more information,
call us by telephone or visit us at www.irs.gov.
What other benefits might be obtained from
filing and paying taxes?
 When you file your tax return and pay taxes owed, you are
complying with the law, and are benefiting yourself.
 A filed tax return may assist you in establishing the length
of time you have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Financial institutions may require copies of federal tax
returns in transacting purchases of property, automobiles
or real estate.
 Educational institutions require copies of federal tax
returns when processing financial assistance to taxpayer’s
children who may qualify for financial assistance for higher
education.

국세청에서는 영어 구사능력에 한계가 있는 납세자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가?
국세청에서는 스페인어를 하는 납세자를 위한 여러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은 중국어,
한국어, 월남어 그리고 러시안어로도 제공됩니다. 제공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www.irs.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나에겐 어떤 권리들이 있는가?
저희는 납세자 권리 (간행물 1), 국세청 결정 항소 방법
(간행물 5) 및 징수 절차 (간행물 594)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에게 전화하거나
www.irs.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세금 보고서 제출과 납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세금 보고서 제출과 납세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혜택이 됩니다.
■■ 제출된 세금 보고서는 귀하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융기관들은 재산,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연방
세금 보고서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기관에서는 대학교 학자보조금 수혜 자격이 있는
납세자 자녀의 학자보조금 처리 절차에서 연방 세금
보고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