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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 가구 세액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의 2022년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인이(또는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연방 세금 신고(양식 1040 또는 1040- SR)를 완료한 자. 
 본인이(또는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연방 근로 소득 세액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는 EITC 요건을 충족하지만,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통해 신고하는 자. 

 본인이(또는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이거나 적격한 자녀가 있는 자. 
 183일 이상(6개월 이상) Washington 주에 거주한 자.  
 본인이(또는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다음의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 
 

조정 총소득(AGI)이 다음의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적격한 자녀의 수 최대 공제액 

신고 시 혼인 상태: 미혼 신고 시 혼인 상태: 
기혼 

  

$16,480 $22,610 0명 $300 
$43,492 $49,622 1명 $600 
$49,399 $55,529 2명 $900 
$53,057 $59,187 3명 이상 $1200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다음의 정보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1. 2022년 연방 세금 신고서(양식 1040 또는 1040-SR)와 해당 스케줄 또는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기록 조회 사본.  
 귀하께서는 2022년 연방 세금 환급 신고서 1z 라인(양식 1040 또는 1040-SR)으로부터 
귀하의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2. 법적 이름,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귀하, 배우자(해당되는 경우) 및 적격한 자녀의 생년월일. 현재, ITIN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질문 2에서 "현재, IRS로부터 본인/배우자 및/또는 자녀의 ITIN을 
기다리고 있음"에 체크하십시오. 세무국에서는 유효한 ITIN이 IRS에서 발급되거나 
갱신되었다는 증빙을 받기 전까지 WFTC 신청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3. 현재 우편 주소 및 거주지 주소.  우체국 사서함 또는 개인 사서함을 우편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국에 현재 거주지 주소를 통보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소가 없는 경우 진행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도 근로 가구 세액 공제 신청서 작성 요령 
 

이 콘텐츠를 대체 형식 또는 언어로 요청하시려면, 360-763-7300으로 전화하거나 
DORWFTC@dor.w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문자 전송 전화기 (TTY) 사용자는 711로 
연락하십시오. 
 

WFTC 2023년 1월 30일 개정 

4. 귀하의 은행 고유 번호 및 계좌 번호(직접 입금 선택 시).  
5. 신청자 서명(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언제 신청하나요? 

2022년도 신청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도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 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WorkingFamiliesCredit.wa.gov에서 온라인 신청  
 종이 신청서는 다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o 웹사이트: Workingfamiliescredit.wa.gov  
o Department of Revenue (DOR) 현장 사무소  

 Bellingham - 1904 Humboldt Street 
 Bothell - 19800 North Creek Parkway Suite 101 
 Kent - 20819 72nd Ave South Suite 680 
 Port Angeles - 734 E First St Suite B 
 Richland - 1657 Fowler Street 
 Seattle - 2101 4th Ave Suite 1400 
 Spokane - 1330 N Washington Suite 5600 
 Tacoma - 3315 S 23rd St Suite 300 
 Tumwater - 6500 Linderson Way SW 
 Vancouver - 8008 NE 4th Plain Blvd Suite 320 
 Wenatchee - 630 N Chelan Ave Suite B3 
 Yakima - 3703 River Rd Suite 3 

 종이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o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Revenue 

Attn: Working Families Tax Credit Division 
PO Box 47481 
Olympia, WA 98504-7481 

 

A. 귀하의 정보 

1. 귀하의 법적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2. 사회 보장 번호(SSN)가 있는 경우 "SSN" 선택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있는 경우 

"ITIN"을 선택하십시오. 유효한 SSN 또는 ITIN 전체를 빈칸에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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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로부터 ITIN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IRS로부터 나/배우자 및/또는 자녀의 ITIN을 기다리고 
있음"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세무국에서는 유효한 ITIN이 IRS에서 발급되거나 
갱신되었다는 증빙을 받기 전까지 귀하의 WFTC 신청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생년월일(월/일/년도)을 기입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하의 생년월일이 1980년 4월 
15일인 경우, 04/15/1980이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4. Washington 주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있는 경우, 해당 번호를 빈칸에 기입하십시오.  
 Washington 주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더라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서 검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Washington 
주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거나 달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Washington 주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거나 제공하고 싶지 않음."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5. 현재 우편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6.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십시오.   

 

B. 거주 관련 질문사항 

7. 2022년도에 Washington에서 183일 이상(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Washington에서 183일 이상(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아니요"에 표시한 경우, 중단하십시오. 귀하는 세금 공제 자격이 
없습니다.  

참조: 만약 기혼이며 합산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 한 명만이 183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주 신청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주 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8. 귀하의 우편 주소가 현재 주 거주 주소와 동일한 경우,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우편주소와 현재 주 거주 주소가 다른 경우,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예"에 체크한 
경우, 섹션 C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9. 8번 질문에 "아니요"로 체크한 경우, 현재 주 거주 주소를 빈칸에 기입하십시오. 우체국 
사서함 또는 개인 사서함을 우편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 8번 질문에 "아니요"에 체크하고 주 
거주 주소를 빈 칸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홈리스거나 달리 제공할 주 거주 주소가 없는 
경우, 8번 질문에 "아니요"로 체크하고, "주 거주 주소가 없거나, 제공하고 싶지 않음."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확인을 위해 세무국에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8번 질문에 "아니요"로 체크한 경우, 주 거주 주소를 기입하시거나, 귀하의 
신청서 처리를 위해 주 거주 주소 제공에 대하여 사전 동의(옵트아웃)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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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격 요건 질문사항 

10. 2022년 연방 근로소득 환급 신고시 해당 상태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11. 귀하는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십니까?  2022년 연방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아니요"에 표시한 경우, 중단하십시오. 귀하는 세금 공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 아래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2022년 연방 세금 신고서 11번 항목의 귀하의 조정 총 소득(AGI)이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적격한 자녀가 없는 경우, $16,480(기혼으로 합산 신고의 경우 $22,610), 
 적격한 자녀가 1명인 경우, $43,492(기혼으로 합산 신고의 경우 $49,622), 
 적격한 자녀가 2명인 경우, $49,399(기혼으로 합산 신고의 경우 $55,529) 
또는 

  적격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3,057(기혼으로 합산 신고의 경우 
$59,187)입니까? 

 귀하가(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해당되는 경우, 배우자)는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 만 6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가(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투자 수입이 있는 경우, $10,30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근로 소득 관련 연방 양식 2555를 신고하였습니다. 
 귀하는(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다른 사람의 적격 자녀로 확인되었습니다. 
 적격한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는(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다른 사람의 피 
부양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는(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는 현재 연방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를 신청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D. 배우자 정보 
배우자나 국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섹션 E로 넘어가십시오. 

12. 배우자/국내 배우자의 법적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13.  배우자/국내 배우자가 사회 보장 번호(SSN)가 있는 경우 "SSN" 선택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있는 경우 "ITIN"을 선택하십시오. 유효한 SSN 또는 ITIN 전체를 빈칸에 
기입하십시오.  

14. 배우자/국내 배우자의 생년월일(월/일/년도)을 기입하십시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1980년 4월 15일인 경우, 04/15/1980이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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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적격한 자녀의 정보 
자녀가 있는 공제 신청자를 위한 섹션입니다. 자녀 관련하여 필요한 아래의 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은 정보 제공 시 신청서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격한 자녀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신청서 청구 가능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적격합니다. 적격한 자녀는 귀하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관계이며, 일정 연령 미만이며,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22년도에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했어야 합니다. 

연방 세금 신고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적격한 자녀와 피부양자는 WFTC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연방 
세금 신고서에서 피부양자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적격한 자녀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WFTC에서 신청하는 자녀가 아래에 명시된 적격한 자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관계 

자녀는 반드시 귀하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관계이여야 적격합니다. 귀하의 자녀이거나 형제자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격한 자녀는 귀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 의붓자녀, 수양자녀 또는 
이들의 자녀, 즉 손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의붓형제 또는 이들의 자녀, 
즉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연령 

자녀는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며, 귀하(해당되는 경우, 배우자)보다 어려야 
적격합니다. 자녀가 정규 학생인 경우,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만 24세 미만이며, 귀하보다 어려야 
적격합니다. 2022년도에 자녀가 영구적이고 완전히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이 제한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령 계산: 적격한 자녀는 생일 전날에 그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1: 딸의 생일이 2004년 1월 2일인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만 18세로 간주됩니다. 딸은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므로(만 18세) 근로 가구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아들의 생일이 2003년 12월 31일인 경우, 2022년 12월 30일에 만 19세로 
간주됩니다. 아들은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 아니며, 정규 학생이 아니므로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 3: 정규학생이며 미혼인 만 20세의 형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만 18세이며, 귀하의 배우자는 만 21세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2022년도에 합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형은 귀하의 배우자보다 어리기 때문에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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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한 자녀로 근로 가구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형이고, 정규학생이며,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귀하와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적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시 4: 정규학생이며 미혼인 만 23세의 형이 귀하와 귀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만 18세이며, 귀하의 배우자는 만 21세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2022년도에 합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형이 귀하와 귀하 배우자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근로 가구 세액 공제의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같이 거주하는 
정규학생인 형이지만, 귀하와 귀하 배우자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 5: 만 24세의 조카가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혼이며, 완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조카가 완전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연령은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 가구 세액 공제 신청에 조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 

적격한 자녀는 원천징수소득세 또는 예상 납부 세액 환급 신청을 제외하고 2022년도에 합산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1: 딸과 그 배우자 모두 만 18세이며,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간 총 
$10,000의 수입이 있고, 연방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딸은 만 19세 미만이며, 귀하와 같이 거주하며, 배우자와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딸을 근로 가구 세액 공제의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2: 아들과 그 배우자 모두 만 18세이며,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간 
총 $11,000의 수입이 있고, 연방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원천징수소득세 환급을 위해 합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들은 만 19세 미만이며, 귀하와 
같이 거주하며, 원천징수소득세 환급을 위한 합산 신고만 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아들을 
근로 가구 세액 공제의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3: 손주와 그 배우자가 모두 만 18세이며,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간 
총 $10,000의 수입이 있고, 연방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 기회 
세금 공제 합산 신고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원청징수소득세 환급이 아닌, 세금 
공제 합산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귀하는 손주를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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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적격한 자녀는 반드시 2022년도에 귀하와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했어야 합니다. 자녀가 2022년에 
출생하였거나 사망한 경우, 자녀는 2022년도의 생존 기간의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거주했어야 
합니다.  

예시 1: 귀하와 전 배우자에게 만 10세 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주로 귀하와 거주하며, 
격주로 전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가 1년 중 6개월 이상을 귀하와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자녀를 근로 가구 세액 공제의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전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 2: 귀하는 직장 때문에 2022년 1월 1일에 Washington으로 이사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2022년 9월 1일에 귀하와 함께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2022년도에 
4개월만(2022년 9월 1일~12월 31일) 귀하와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근로 가구 세액 
공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 3: 자녀가 2022년 2월 28일에 사망하였고, 2022년 1월 15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귀하는 다른 개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자녀를 2022년도 근로 가구 세액 공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사망한 자녀의 경우 2022년도 생존 기간의 절반 이상을 귀하와 
함께 거주하였다면,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병과 같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귀하나 자녀가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경우, 해당 기간은 같이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 

자녀는 두 명 이상의 신청자에 대한 근로 가구 세액 공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한 
사람만(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자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타이브레이커 규칙을 참조하여 
적격한 자녀를 신청할 사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 사람만이 자녀의 부모인 경우, 자녀는 부모의 자격을 갖춘 자녀로 간주됩니다. 
 부모가 합산하여 연방 세금 신고를 하고 자녀를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자녀는 
양쪽 부모의 적격한 자녀로 간주됩니다. 

 부모가 합산하여 연방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며 양쪽 부모 모두 자녀를 연방 세금 신고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자녀는 1년 동안 더 많은 기간을 같이 거주한 부모의 적격한 자녀로 
간주됩니다. 자녀는 적어도 183일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각 
부모와 동일한 기간동안 거주하였다면, 해당 연도의 조정 총 소득(AGI)가 더 높은 부모의 
적격한 자녀로 간주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녀는 모든 적격한 자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연도의 AGI가 더 높은 사람의 적격한 자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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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녀를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해당 자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부모들의 AGI보다 높고, 해당 연도에서 AGI가 가장 높은 사람의 적격한 
자녀로 간주됩니다. 

예시 1: 귀하와 만 2세 아들, Jimmy는 귀하의 모친과 일년 내내 같이 거주하였습니다. 
귀하는 미혼으로 만 25세이며, AGI는 $9,000입니다. 귀하 모친의 AGI는 $22,000입니다. 
Jimmy는 귀하와 귀하 모친 모두와 관계, 연령, 거주, 합산 신고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명만이 Jimmy를 적격한 자녀로 WF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immy는 
신청자 외, 아버지를 포함한 그 누구의 적격한 자녀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Jimmy를 
WFTC의 적격한 자녀로 신청하지 않으면 귀하의 모친이 Jimmy를 WFTC의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귀하와 만 7세 조카, 언니의 자녀는 귀하의 모친과 일년 내내 같이 
거주하였습니다. 귀하는 만 25세이며, AGI는 $9,300입니다. 귀하의 유일한 수입원은 
아르바이트입니다. 귀하 모친의 AGI는 $15,000입니다. 모친의 수입은 직장 근로 소득만 
있습니다. 조카의 부모는 합산하여 신고하며, AGI는 $9,000미만이며, 당신과 조카와 
같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조카는 귀하와 귀하 모친 모두와 관계, 연령, 거주 및 합산 
신고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그러나 모친만이 조카를 적격한 자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친의 AGI가 $15,000으로 귀하의 AGI $9,300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15. 근로 가구 세액 공제 신청서 섹션 E 작성 
 적격한 자녀의 수를 기입하십시오. 자녀를 3명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수가 5명인 경우, 빈 칸에 "5"라고 기입하되, 공제 신청에는 3명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적격한 자녀의 법적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1명 이상의 자녀를 신청하는 경우, 각 자녀의 
이름을 별도의 칸에 기입하십시오. 3명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명을 초과한 
자녀 정보는 제공하지 마십시오. 

 적격한 자녀의 법적 중간 이니셜을 기입하십시오. 중간 이니셜이 없는 경우, 공백으로 
두십시오. 

 적격한 자녀의 법적 성을 기입하십시오. 자녀의 성이 귀하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격한 자녀의 생년월일(월/일/년도)을 기입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의 생년월일이 

2005년 5월 6일인 경우, 05/06/2005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사회 보장 번호(SSN)가 있는 경우 "SSN" 선택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가 
있는 경우 "ITIN"을 선택하십시오. 

 자녀의 유효한 SSN 또는 ITIN 전체를 빈칸에 기입하십시오. 자녀의 ITIN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나, 질문 2에서 체크 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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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한 자녀와 귀하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o 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또는 수양자녀는 이들의 자녀, 즉 손주를 포함합니다. 
o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의붓형제는 이들의 자녀, 즉 조카를 포함합니다. 

 자녀가 귀하와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한 경우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자녀가 귀하와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아니요"를 
선택한 경우, 근로 가구 세액 공제에 자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2022년도에 5개월 동안 정규학생이었다면,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자녀가 
2022년도에 학생이 아니었다면,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학생 자격을 얻으려면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만 24세 미만이며, 정규 교직원, 학습과정 및 정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정규학생이어야 하며(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는 전문학교), 
또는 앞서 명시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풀타임, 정규 교육 과정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o 예시 1: 귀하의 자녀는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에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미혼이며, 합산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10월에 만 
23세가 되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으며 연말에 만 24세 미만이므로 적격합니다. 

o 예시 2: 귀하의 자녀는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에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미혼이며, 합산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11월에 만 
24세가 되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2022년도 연말 기준으로 만 24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2022년도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가 발생한 경우,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자녀가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가 있지 않으면,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영구적으로 완전히 장애가 있다고 간주됩니다. 

o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그리고 

o 자격을 갖춘 의사가 상태가 지속되거나,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함 

 연방 세금 신고에서 자녀를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에 신청한 경우,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자녀를 EITC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자녀가 기혼이며 합산 신고를 한 경우,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자녀가 합산 신고를 
한 경우,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F. 근로 소득 
 

16. 2022년 연방 세금 신고서(양식 1040 또는 1040-SR)의 라인 1z번에 기재한 달러 금액을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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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040의 "라인 1z번"의 예시: 

 
 
 

17. 2022년도 연방 세금 신고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였으면, “예(Yes)”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항목별로 작성하지 않았으면, “아니요(No)”에 체크 표시하시고, 연방 세금 신고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음(Not Sure)”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세금 신고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였으면, 양식 1040 또는 1040-SR의 스케줄 A를 완료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스케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항목별로 작성하지 않은 것 입니다. 
2022년 세금 신고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음(Not 
Sure)”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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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2022년도에 귀하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있다면,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이 2022년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음"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가능한 상황 정의  

 
자영업자: 개인 소유주 또는 단독 계약자로 거래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귀하가 거래나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십의 구성원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파트 타임 사업포함)를 의미합니다.). 
 
성직자 또는 교회 종사자로 스케쥴 SE를 제출한 경우: 성직자의 경우, 양식 W-2를 받지만, 
사회보장세나, Medicare 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에 스케쥴 SE (양식 1040), 
자영업세 신고를 하여 사회보장세나 Medicare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군에 소속되어 전투 급여를 받은 경우: (1) 미군 소속 이어야 하며, (2)보상 지급 자격은 해당 
구성원이 지정된 전투지역에서 복무하거나 지정된 전투지역에서 복무하는 동안 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1개월 이내에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법제상 고용인으로 연방 세금 신고서와 함께 스케줄 C를 제출한 경우: 법제상 고용인은 
세금 원천징수 목적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독립 계약자입니다. 개인이 법제상 고용인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법제상 고용인은 연방 세금 신고서  
 
제출시 스케줄 C에서 업무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C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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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id 면제 지급이 있는 경우: Medicaid 면제 지급금은 연방 정부가 집이나 병원, 
요양시설 또는 중간치료시설에 입원한 사람들을 위해 가정 간호, 장기 치료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파업 혜택을 받은 경우: 파업 지급은 노동 조합이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지급하여 파업 중 
최소한의 보장을 충족하기 위한 금액으로 파업 자금으로 알려진 특별예비비에서 
지급합니다. 
 

G. 세액 공제금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근로 가구 세액 공제금을 직접 귀하의 은행 계좌로 받기를 원하시면, "직접 입금"을 선택하십시오. 
귀하의 은행 고유 번호 및 계좌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 가구 세액 공제금을 입력한 우편 주소로 받기를 원하시면 "우편 수표"를 선택하십시오.  

귀하가 계좌 정보 또는 우편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대금 분실에 대해 Department of 
Revenue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섹션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수표는 섹션 A에서 기재한 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섹션 A의 우편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1페이지, 귀하 정보). 

H. 첨부 서류 

연방 세금 신고서(연방 서류 1040 또는 1040 SR 및 해당 스케쥴) 또는 IRS 기록 조회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연방 서류 1040 또는 1040 SR은 연방 소득 세액 신고 표준 양식으로 IRS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 공제 및 환급을 청구하며 해당 연도의 세금 환급 또는 세금 고지 여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방 세금 신고서 사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 정보가 요약되고 조정 
총소득이 포함된 IRS 세금 신고 기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록 조회 요청: 

https://www.irs.gov/individuals/get-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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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귀하는 IRS 기록 조회 자동 전화 서비스, 800-908-9946에 전화하여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신고서 및 서명 

귀하는(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에 서명해야만 합니다. 신청서에 
서명하면 귀하는 다음 사항에 모두 동의하게 됩니다. 

 귀하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합니다.  
 신청서에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신청서에 서명한 날짜에 2022년도 연방 소득 세액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청서는 사망자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2022년에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Washington주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신청서에 귀하가(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서명한 날짜는 월/일/년도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3일에 서명한 경우, "02/03/2023"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J. 작성자 정보 

본 섹션은 의무 작성 항목이 아닙니다. 

19. WFTC 신청서를 귀하가 스스로 작성하셨으면, "예"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타인이 대신하여 
작성하셨으면,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아니요"에 체크 표시한 경우, 작성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a. 작성자 성명 및 전화번호  
b. 신청서 작성자가 사업체 소유자 또는 종업원인 경우, 사업체명 및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십시오. 

c. 신청서 작성자가 세금보고 대행인 식별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가 있는 경우, 빈칸에 기입해 주십시오.  

d. 신청서를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 보조금(Voluntary Income Tax Assistance, VITA) 
사이트에서 작성한 경우, "예"에 체크 표시하시고, 아래에 사이트 이름을 기재해 
주십시오. VITA에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아니요"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K. 인구 통계 정보 

인구 통계 정보는 의무 작성 항목이 아니지만, 주 입법 기관이 근로 가구 세액 공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0.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히스패닉, 라틴계 또는 스페인 출신인 경우,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다른 히스패닉, 라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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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스페인 출신인 경우, "설명"을 체크 표시하시고, 빈칸에 입력해 주십시오.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답하고 
싶지 않음"을 체크 표시하십시오.  

21.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인종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을 선택한 경우, "부족"을 체크 표시하고 빈칸에 입력해 주십시오.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답하고 
싶지 않음"을 체크 표시하십시오.  

22. 근로 가구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다른 조직 또는 기간", "입소문" 또는 "기타" 중 해당 내용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23. 2022년도 연말 기준 주거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임대", "자가" 또는 "기타"중 해당 내용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