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ITIN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무엇입니까?
ITIN 은 IRS 가 발급하는 세금 처리 번호로서, 귀하가 사회복지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미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때 귀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번호입니다.

나의 ITIN 이 만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ITIN 이 올해 말에 만료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2015, 2016 또는 2017 과세 연도에 미국 세금 보고서에 한 번도 ITIN 을 사용하지
않았음
또는
• ITIN 의 중간 숫자가 73, 74, 75, 76, 77, 81 또는 82 (예를 들어: 9NN-73-NNNN).

ITIN 이 만료되면 IRS 에서 나에게 통보해 줍니까?
귀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3 년 동안에 ITIN 을 사용하여 미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ITIN 에 73, 74, 75, 76, 77, 81 또는 82 숫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IRS 가
우편(통지서 CP-48)을 통해 세금 보고서의 ITIN 이 만료됨을 통지해 드립니다.
지난 3 년의 과세 연도에 미국 세금 보고서에 한 번도 ITIN 을 기입하지 않았다면 IRS 가
귀하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해당 납세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매체 통신과
지원 방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의 ITIN 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2019 년에 제출할 미국 세금 보고서 또는 환급 청구서에 기입할 경우에만 만료되는 ITIN 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IRS.gov 에서 대화형 세무 지원 도구를 확인하면 연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보장번호가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으면 ITIN 을 갱신하지 마십시오. ITIN 과
SSN 을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료되는 ITIN 을 어떻게 갱신합니까?
2019 년에 미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말에 ITIN 이 만료될 예정일 경우 즉시 갱신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양식 W-7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신청서' 및 모든 필수 신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장 최근의 양식 W-7 (갱신 버전 9-2016)을 사용하십시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ITIN 의 중간 숫자가 73, 74, 75, 76, 77, 81 또는 82 일 경우 모든 가족이 동시에
양식 W-7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료된 ITIN 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019 년에 미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만 ITIN 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ITIN 을
갱신하지 않고 만료된 ITIN 이 기입된 미국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금 보고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ITIN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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