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어도 미국에서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 신고를 꼭 해야할 떄가 있습니다. 사회
보장 번호(SSN)가 없거나 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 세금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고자 하지만 사회 보장 번호 (SSN) 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SSN 이 없거나 SSN 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시면, 세금 반환 (Tax Return)을 제출하여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받으십시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이 9 자리 숫자 ITIN 은, 사회 보장 번호 (SSN) 가 없고 또 받을 자격이 없는 분에게만
쓰여집니다.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SSN 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시면 ITIN 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이시면 ITIN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납세번호가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민 신분 변경 할 수도 없고,



운전 면허증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도 없고,



사회 보장 번호 (SSN) 처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또는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 (Earned
Income Tax Credit) 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세금법상으로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번호인 것입니다.

왜 ITIN 을 가지고 해야합니까?
ITIN 의 세금 관련 혜택: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 없으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 세금 공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부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세금 면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ITIN 의 세금과 관련이 없는 혜택:


이민을 신청할 자격이 가추어지면, 제출된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귀하의 미국 도덕정신과, 체류한 기간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행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 번호 (ITIN) 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ITIN 신청에 세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ITIN 발급 신청을 하려면 Form W-7 을 국세청에 제출하십시오.
한 페이지 형태입니다. 완료하는 데 20 분 정도 걸립니다. 귀하의 이름 외로 기본 정보, 시민권 국가, 주소 및
날짜와 출생지를 보고하십시오. 또한 ITIN 을 신청하는 이유를 쓰셔야 합니다.
2. 두 번째 요구 사항은 유효한 연방 소득세 신고를 보고해야합니다. IRS Form 1040 입니다. 미국에
택스보고(1040)를 해야만 ITIN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세 번째 요구 사항은 신원 확인증 입니다. ITIN 신청서아 함께 귀하의 이름과 사진, 또한 미국 시민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권, 외국 운전 면허증, 외국인 군사 카드, 국가 신분
카드 또는 출생 증명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14 세 미만 어린이는 학교, 또는 의료 기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발급 기관의 원본 문서 또는 증명된 사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된 사본은 원래의 발급 기관이
제공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기관의 공인 인감이 찍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는 65 일 이내에 귀하에게 반납될 것입니다. 공증된 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IRS 에게 제 원본 문서를 우편 제출하길 원치 않을 경우 다른 대체 방법이 있나요?
원본 문서를 보내는 대신에 신청자는 원본 문서 또는 증명된 신원 문서 사본을 검토 및 검증하였음을 증명하는 기관인
증명 수락 기관(CAA), 지정된 IRS 납세자 도움 센터(TAC) 및 CAA 를 사용하는 자원봉사자 소득세 도움(VITA) 센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TIN 신청, 언제 해야하나요?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준비가 되시면 바로 ITIN 을 신청 하십시오. 언제든지 ITIN 신청할 수 있지만 만약 만기일 이후
ITIN 신청에 첨부할 세금 반환서를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 추가 빚진 수를 더할수 있습니다.

ITIN 과 세금보고는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Form W-7 을 작성하고, 세금보고와 함께 국세청으로 보내야 합니다
ITIN 을 발급받으려면 Form W-7 을 작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송하셔야 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s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야간 서비스나 UPS 를 통해 보내실 경우 아래의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s
Mail Stop 6090-AUSC
3651 S. Interregional, HWY 35
Austin, TX 78741-0000

ITIN 은 얼마만에 받나요?
국세청에 ITIN 신청서를 송부 후, 아마 ITIN 을 받기까지 최소 6 주가 걸립니다. 1 월 15 일-4 월 30 일 사이, 세금 시즌인
시간에 면, ITIN 을 시청하시면 ITIN 을 받기까지 8~10 주가 걸립니다. 2017 년 1 월 1 일부터 새 ITIN 이 무한정 기한이
아닌 3 년마다 발급이 됩니다.

ITIN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습니다. ITIN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귀하의 지역에서 낮은 소득세 클리닉 (Low

Income Tax Clinic) 에 연락하는 방법과 지방 국세청 사무실 (IRS)로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곳곳에 있는 국세청
사무소는 www.irs.gov/app/officeLocator 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사무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방 사무소에서 귀하의
신원 확인 서류를 검토해주고, Form W - 7 서류 작성을 도와줄 수 있으며, 서류 우송까지 도와 드립니다.
ITIN 은 IRS 로부터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Acceptance Agent 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RS 에서 Acceptance
Agent 가 이미 검토한 서류를 인정하여 서류 검토 절차가 생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고 그만큼
빨리 ITIN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증인 (Notaries)을 조심하셔야합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광고하지만, 국세청에 의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Acceptance Agent 는 아마 요금을 청구합니다.

ITIN 신청하면 국세청이 나를 이민 당국에다 보고 할수있나요?
할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법률에 따르면 당신이 ITIN 신청을 한 경우 이민 당국에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1-888-LSNJ-LAW
(1-888-576-5529)
LSNJ-LAWTM 는 법률 문제를 안고 있는 뉴저지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담, 정보, 의뢰를 제공하는 주 전역에 걸친 무료
법률 전화 상담입니다.
세금 보고와 관련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www.lsnjlaw.org)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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