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를 절감하고 싶으십니까? 

이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거주민은 연간 DC 소득세를 납부하면 최대 $1,2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금액은 재산세 또는 임대료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귀하가 세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임대료의 

일부로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부동산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크레딧을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 재산세 크레딧 (또는 

Schedule H 세액 공제)라고 하며, 세무국에서 관리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명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DC 

거주민이었습니다. 

● DC 소득세 신고 라인 4에 기록된 연방 조정 총소득은 $55,700 

이하입니다. 귀하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방 조정 총소득은 

$75,900 이하입니다. 

● 귀하가 만 65세 이하인 경우, 귀하는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에 대한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전년도에 귀하의 집을 소유하고 DC 재산세를 납부했거나, 

전년도에 집을 임차하고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 

● 귀하의 집은 DC 부동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연간 DC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Schedule H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DC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stand alone(독립)” 

Schedule H를 작성하여 단독으로 제출하십시오. 

● TurboTax와 같은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전자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기 전에 PDF 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Schedule H 양식을 찾아 크레딧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와 

Schedule H 양식을 PO Box주소 96145, Washington, DC 20090-

6145로 세무국 우편함으로 보내주십시오. 

● 우편으로 제출하고 소득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독립형 Schedule H를 주소 1101 4th Street, FL 4, Washington, DC 

20024로 세무국에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4월 15일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이 크레딧을 신청하십시오. DC는 

2020년 과세 연도에 대한 신고 마감일을 2021년 5월 17일로 

연장했습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DC 소득세 신고서 또는 독립형 Schedule H 양식을 제출한 후, 세무국이 

귀하의 신원 또는 세금 신고에 관한 기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자격을 갖추고 있고 크레딧을 적절하게 청구한 경우, 귀하의 

크레딧은 귀하가 내야 할 세금에 적용되거나 환급됩니다. 

https://otr.cfo.dc.gov/publication/2020-schedule-h
https://otr.cfo.dc.gov/publication/2020-schedule-h
https://otr.cfo.dc.gov/node/1528916
https://otr.cfo.dc.gov/node/1528916
https://otr.cfo.dc.gov/node/1528916
https://otr.cfo.dc.gov/node/1528916


자격이 없는 경우, 크레딧을 받지 못하며, 세무국에서 이를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모든 적격 신청자가 크레딧을 받습니까? 

예. 하지만 DC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DC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Schedule H를 

"stand alone(독립)" 양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먼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과 Schedule H 양식의 지침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질문이 있으시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15분~오후 5시 30분에 (202) 727-4829번으로 전화하여 세무국의 고객 

서비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TurboTax 등)를 

사용하고 있고 Schedule H 양식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객 

서비스팀에 연락하여 소프트웨어 도구를 요청하십시오. 

여전히 재산세 납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리소스 페이지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과 집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자격을 가집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집을 공유하지만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Schedule H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 세대”당 한 사람만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한 사람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주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주소가 DC 내의 집, 아파트, 하숙집 또는 콘도인 경우 

가능합니다. 12월 31일에 귀하가 소유주 또는 임차인이었던 주소에 대해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Schedule H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독립형 Schedule H 양식을 제출할 자격이 있는 경우, 이제 MyTax.DC.gov 웹 

포털에 액세스하여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4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http://mytax.d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