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나요?

자세한 내용은 IRS.gov 를 참조합니다

10월 17일 연장 기한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 제출하세요.

올해는 특히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신고서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그래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제출 연장을 요청했더라도 10월 마감일 전에 언제든지
전자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국세청은 계속해서 많은 양의 신고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연장 기한까지 수백만 건의 2021년 세금 신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마감일 이후 신고를 위한 국세청 도움말:
½ 준비되는 대로 전자 제출합니다.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오류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IRS가
신고서를 처리하고 세금 납부를 적용하고
더 빠르게 환급금을 발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RS는 3주 이내에 대부분의 전자
신고서를 처리하고 자동이체 환급을
발행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 전자 제출을 사용하여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½ 연장을 요청하셨나요? 10월 17일까지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½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나요? 추가 과징금과 이자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십시오.
납부 계획을 설정하거나 전체 또는
부분 납부할 수 있습니다.

½ 세금 환급을 청구하려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½ 일부 세액공제는 환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미납한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 가능한 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근로 소득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영어), 자녀 세액 공제(영어) 입니다.

½ IRS 무료 신고를 활용하세요. 납세자의

70%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의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원 받기

½ 세금 준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도움말을 검토하여
평판이 좋은 세무사를 선택하세요. IRS.gov의 세무
전문가 선택 페이지에는 세무 대리인 자격증 및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½ 무료 신고 작성 양식을 사용하세요. 이

옵션은 서면 신고서를 완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 상황에 대해 묻거나 설명하지
않으며 기본 계산만 수행합니다. 전자
파일을 무료로 보낼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명심할 사항: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적으로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10월 17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½ IRS의 자원봉사자 소득세 신고 지원 (VITA) 및 고령자를 위한
세무 상담(TCE)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무료 기본
세금 신고서 준비를 제공합니다.
IRS.gov의 VITA/TCE 위치 찾기 도구(영어) 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지점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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