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More Information
Check out our EITC Assistant, an interactive
tool that shows you whether or not you
qualify to claim the credit, and why. Available
on www.irs.gov/eitc, or ask your tax preparer.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자신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상호작용식 도구인 EITC Assistant

EITC

웹사이트 www.irs.gov/eitc를 참고하거나 귀하의
세금 신고서 작성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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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Don’t guess. Know.

The earned income credit (EIC) is a tax credit
for certain people who work, but don’t earn
high incomes. A tax credit usually means more
money in your pocket. It reduces the amount of
tax you owe. The EIC may also give you a refund.
You should meet certain requirements to be
eligible. Here are the rules:
❙❙ Must have earned income
❙❙ Mus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 Cannot have much investment income
❙❙ Generally, must be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the entire year
❙❙ Cannot use “married filing separate” filing
status
❙❙ Cannot be a qualifying child of another person
❙❙ If you do not have a qualifying child, you must:
• Be age 25 but under 65 at the end of the year,
• Live in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t half
the year, and
• Not qualify as a dependent of another person
❙❙ U.S. Military personnel on extended active
duty outside the United States are considered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while on active
duty.
❙❙ Cannot file Form 2555 or 2555-EZ (related to
Foreign Earned Income)
Taxpayers who qualify and claim the credit could
pay less federal tax, pay no tax, or receive a
refund.

Four Most Common EITC Filing
Errors
1. Claiming a child who’s not a qualifying child
2. Married taxpayers who incorrectly file as
single or head of household
3. Misreporting Income
4. Incorrect Social Security Numbers

짐작하지 마십시오. 아십시오.
근로 소득 공제(EIC)는 일을 하지만 고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세금 혜택입니다. 세금 공제는 통상 귀하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세금 공제는
귀하가 지불해야 할 세액을 줄여 줍니다. 근로 소득
공제(EIC)는 귀하에게 환급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함
❙❙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함
❙❙ 투자 소득이 많이 있으면 안 됨
❙❙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이거나 1년 내내
영주권자이어야 함

❙❙ “부부 개별 신고” 납세자 구분을 사용할 수 없음
❙❙ 다른 사람의 부양 자녀이어서는 안 됨
❙❙ 납세신고자가 부양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 세금보고 연도 말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
• 반년 이상 미국에 거주,
•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이 아님
❙❙ 미국 밖에서 현역 복무 연장 중에 있는 미군은 현역
복무 기간에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함.

❙❙ 2555 양식이나 2555-EZ 양식 (외국 근로 소득
관련)을 제출할 수 없음
자격이 있는 납세자가 세액공제를 청구하면 연방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ITC 제출 시의 가장 일반적인 4 가지 오류:
1. 부양 자녀가 아닌 아이를 청구함
2. 결혼한 납세자가 독신자 또는 세대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함

3. 소득액을 잘못 기재함
4. 사회 보장 번호가 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