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국세청 (IRS) 간행물



IRS.gov 및 전화 자원들

www.IRS.gov(검색: Forms)에서 각종IRS 양식 및
간행물을 보고,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시거나

사업시작, 운영 또는 폐업 – (검색: Starting,
Operating, or Closing)

800-829-3676번에 전화하셔서 양식 및 간행물을
무료로 우편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세 – (검색: Business Taxes)
사업 시작을 위한 체크 리스트 – (검색: Checklist)

간행물 15 (회보E), 고용주 세무 안내

고용주 식별 번호 – (검색: EIN)

간행물 334 중소기업 세무 안내

자영업자 – (검색: Self-employed)

간행물463 출장비, 접대비, 선물비 및 차량비

사업비용 – (검색: Business Expenses)

간행물 505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

고용세 – (검색: Employment Taxes for
Businesses)

간행물 535 사업 비용
간행물 583 사업 개시 및 기록 유지

특수산업/직업을 위한 세무 정보 – (검색:
Industries/Professions)

간행물587 집의 업무용 사용

연방세 전자지불 시스템 (EFTPS) –

간행물 946 자산의 감가상각 방식

(검색: EFTPS) or 800-555-4477

간행물 966 전자 연방세 납부방식의 선택
간행물1779 독립계약자 또는 고용인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 신고 – (검색: e-File for
Business)

간행물3148 팁에 대한 도움말: 팁 소득 보고 안내

중소기업을 위한 주 자원들 – (검색: State Links)

간행물3402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조세

IRS 비디오 포털 – (검색: Video Portal)

간행물3995 불법 탈세 계책 인정

은행 보안법 – (검색: Bank Secrecy Act)

간행물4132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온라인
납세

고용주를 위한 건강보험 개혁법 세무규정- (검색:
ACA)
온라인 도움말 – 866-255-0654

본 문건은 발행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발행일
이후 본 문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이 될
수 있음으로, 발행일 이후에는 기술적 정확성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전국 납세자 보호 담당관 상담전화 – 877-777-4778
사업자 세무보고서 문의– 866-455-7438
세무 비리 보고 – 검색: 조세 피난처
종업원 연금 계획 – 877-82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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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방세 의무



중소기업연방세 의무

사업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사업주로서, 귀하는 귀하의 연방세 의무를 아셔야 합
니다. 귀하는 연방세에 관하여 알뿐 아니라, 기본사
업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사업 수행상 필
요한 측면입니다.
IRS.gov는 기업체들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정보와 온
라인 도구 및 자원을 제공 합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 세무센타

중소기업 세무 워크숍 및 온라인 회의
(검색: 워크숍)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뉴스

영어로 된 다른 구독 서비스도 신청하십시오.
(검색: e-News Subscriptions)

사업 주제별 또는 업종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된 리
스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사업 및 특별 세무상담 전화800-829-4933

주요 사업 주제로 연결하는 링크도 있습니다 (예, 사
업비용).



중소기업및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지원

만약 귀하가 중소기업을 시작하시거나 이미 소
유하고 계시며, 세금
에 관한 정보가 필요
하시다면, www.IRS.
gov에서 온라인 제품
과 서비스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세무: 가
상 워크숍은 중소기
업 소유자들과 자영
업자들이 그들의 연
방 세무 관련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IRS.
gov에서는 온라인 워
크숍으로 가는 링크
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검색: 가상 워크숍)

IRS 새 미디어: IRS는 최
신 세무변경사항, 추진업
무, 상품 및 서비스를 공유
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도
구를 사용합니다. IRS. gov
에서 어떻게 소셜 미디어
를 통해IRS와 연결하는지
를 알아보십시오. (검색: 소
셜 미디어)

Small Business/Self-Employed Division (중
소기업/자영업자 세무업무 담당)에는 중소기업
주들을 위해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전자우
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무일정, 연
방국세청 (IRS) 웹사이트의 새로운 게시물 및
연방국세청 (IRS) 뉴스회보에 관한 안내를 위
한 주소록에 등록하십시오. (검색: e-News for
Small Businesses).

(검색: 중소기업 자원)



그 뿐 아니라, IRS는 유튜브(YouTube)에도 있습니
다; www.youtube.com/irsvideos.

연방국세청 (IRS) 추가 자원들

사업체 및 자영업자를 위한IRS 세무달력: 컴퓨터 또
는 이동 통신장비에서 전자 버전 달력을 사용하여
각종 연방 세무 마감일을 알아보십시오. 모든 행사
를 보거나, 행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IRS.gov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으십시오. (검색:
세무달력)
지방IRS 사무소
(검색: 지방사무소)
개인을 위한 세무안내 전화
800-829-1040
기타IRS 핫라인 및 무료 전화번호
(검색: 핫라인)
www.irsvideos.gov 에 있는 IRS 비디오 포털에는
중소기업, 개인 및 세무전문가들에게 흥미있는 주
제들에 대한 영어 비디오와 오디오 프레젠 테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귀하는 세무 주제에 관한 비디오 클
립, 생생한 패널토론의 아카이브 버전 및 전국
전화 포럼의 오디오 아카이브는 물론 온라인
회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 재난을
당할 경우, 귀하의 사업은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산과 가치, 그리고 비상계획을 문서화 함으로서, 정
보자료와 제안사항들을 종이를 쓰지 않는 기록으로
보존하십시오. (검색: 재난)


기타 중소기업 자원

중소기업청(SBA) : SBA는 사업주기상의 어떠
한 단계에 서도 여러분을 돕기 위한 정보와 자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장국: 양식W-2의 무료 전자제출을
포함한 사회복지 보장국 접속을 위해서는 사업
지원 온라인 링크를 사용 하십시오.
미국 노동성: 고용주의 페이지는 임금과 근로시
간, 근무지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은퇴 및 건강
복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무성 – 중소약자기업활용실: 이 사무소의 임
무는 중소기업이 미국 농무성 계약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
다.
GobiernoUSA.gov는 미국정부의 공식 스패인
어 웹포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