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세액 공제
정보 법령 통신
주의사항: The California Revenue and Taxation Code (RTC) Section 19853(b) 항은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NSLP)을 운영하는 지방

교육 기관(LEA)이 매년 소득 공제 세금 정보 법(EITC)에 관한 법령을 가정에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귀하의 연간 수입을 기준으로 연방 정부 근로 소득세 공제 법(Federal EITC)으로 부터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근로 소득세 공제 법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족에게 환급 가능한 연방 소득세 공제입니다. 연방 정부 근로 소득세 공제 법은 특정
복지 혜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법의 금액은 메디케이드, 보충 보안 수입, 식량 배급표, 저소득
주거지, 또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임시 보조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 소득세 공제 법을 수령하려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 소득세 책자에 세금 정보 법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Notice 797 또는 기타 필요한 양식과 지시 사항을 얻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연방 정부 근로 소득세 공제 법 수령 자격에 관한 정보는 전화번호 1-800-829-3676 또는 웹사이트인 www.irs.gov 를 통해
국세청(IRS)에 문의하십시오.
귀하는 또한 2015 년 세금 연도부터 가주 근로 소득세 공제(California 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주 근로 소득세 공제는 저소득
근로자 및 가족에게 환급 가능한 주 소득세 공제입니다. 가주 근로 소득세 공제 법은 연방 근로 소득세 공제 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며 일반적으로 가주 법에 따라 복지 혜택 자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주 근로 소득세 공제 법을 청구하려면 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주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 소득세 공제 법 서식(FTB 3514)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 자격
요건의 필요성 및 필요한 가주 서류 양식을 얻고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주 Franchise 세금 위원회 전화번호인 1-800-8525711 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인 www.ftb.ca.gov 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 근로 소득세 공제 법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
또는 가주 근로 소득세 공제 법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ftb.ca.gov/individuals/faq/net/900.shtml
영양 서비스 부서 연락처 – 가주 교육부
관련된 문건에 문의가 있으시면 연방 국세청 전화번호 800-829-3676 혹은 웹사이트 www.irs.gov 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Franchise
세금 위원회에 연락하고자 하시면 전화번호 800-852-5711 혹은 웹사이트 www.ftb.ca.gov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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