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료되는 ITIN 의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17, 2018 또는 2019 과세 연도에 한 번도 미국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ITIN은 2020 년 

12 월 31 일에 만료됩니다. 

중간 숫자가 88(예를 들어: 9NN-88-NNNN)인 ITIN 은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중간 숫자가 90, 91, 92, 94, 95, 96, 97, 98, 

또는 99 인 ITIN 이 2013 년 이전에 할당되어 아직 갱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ITIN 도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내년에 미국 세금 신고서에포함될납세자들만 자신의 ITIN 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ITIN 을 적시에 갱신하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1 년에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ITIN 이 만료되었거나 
연말에 ITIN 이 만료될 예정일 경우 즉시 ITIN 을 갱신해야 합니다. 단, 국외 거주 중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사전에 
갱신할 수 없으며, 개인 세금 신고서 제출 시 또는 타인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허용되는 세금 혜택(예: 주된 납세자가 세대주 신분으로 청구할 자격이 있는 부양 부모)을 청구할 
때만 ITIN 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ITIN 을 참조하십시오. 

Publication 5256 (KO) (Rev. 8-2020) Catalog Number 69189E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만료되는 ITIN 의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17, 2018 또는 2019 과세 연도에 한 번도 미국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ITIN은 2020 년 

12 월 31 일에 만료됩니다. 

중간 숫자가 88(예를 들어: 9NN-88-NNNN)인 ITIN 은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중간 숫자가 90, 91, 92, 94, 95, 96, 97, 98, 

또는 99 인 ITIN 이 2013 년 이전에 할당되어 아직 갱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ITIN 도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내년에 미국 세금 신고서에포함될납세자들만 자신의 ITIN 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ITIN 을 적시에 갱신하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1 년에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ITIN 이 만료되었거나 
연말에 ITIN 이 만료될 예정일 경우 즉시 ITIN 을 갱신해야 합니다. 단, 국외 거주 중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사전에 
갱신할 수 없으며, 개인 세금 신고서 제출 시 또는 타인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허용되는 세금 혜택(예: 주된 납세자가 세대주 신분으로 청구할 자격이 있는 부양 부모)을 청구할 
때만 ITIN 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ITIN 을 참조하십시오. 

Publication 5256 (KO) (Rev. 8-2020) Catalog Number 69189E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만료되는 ITIN 의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17, 2018 또는 2019 과세 연도에 한 번도 미국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ITIN은 2020 년 

12 월 31 일에 만료됩니다. 

중간 숫자가 88(예를 들어: 9NN-88-NNNN)인 ITIN 은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중간 숫자가 90, 91, 92, 94, 95, 96, 97, 98, 

또는 99 인 ITIN 이 2013 년 이전에 할당되어 아직 갱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ITIN 도 올해 말에 만료됩니다. 

내년에 미국 세금 신고서에포함될납세자들만 자신의 ITIN 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ITIN 을 적시에 갱신하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1 년에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ITIN 이 만료되었거나 
연말에 ITIN 이 만료될 예정일 경우 즉시 ITIN 을 갱신해야 합니다. 단, 국외 거주 중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사전에 
갱신할 수 없으며, 개인 세금 신고서 제출 시 또는 타인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허용되는 세금 혜택(예: 주된 납세자가 세대주 신분으로 청구할 자격이 있는 부양 부모)을 청구할 
때만 ITIN 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ITIN 을 참조하십시오. 

Publication 5256 (KO) (Rev. 8-2020) Catalog Number 69189E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http://www.irs.gov/
http://www.irs.gov/
http://www.irs.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