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수거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거주민은 쓰레기 수거 비용을 특별구가 아닌 민간 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연간 재산세 청구서에서 $1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이 크레딧을 쓰레기 크레딧이라고 하며 세무국에서 제공합니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설명이 모두 사실인 경우 자격을 가집니다. 

●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DC 주택에 대해 주택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가장 최근의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 귀하, 귀하의 주택 소유자 협회 또는 귀하의 협동조합 위원회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 민간 회사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신청 방법. 
1. 귀하가 단독주택 또는 콘도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세금 공제를 받고 

개인 쓰레기 수거 비용을 지불하면 이 크레딧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3월 재산세 청구서를 확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을 받지 못한 경우 mytax.dc.gov로 이동하여 "Real 

Property(부동산)" > "All Real Property Actions(모든 부동산 작업)"으로 

이동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부동산을 찾아서 세무국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귀하의 집 주소. 

https://www.frontdoor.dc.gov/homestead-deduction


○ 각 가옥의 Square Suffix Lot. 여기에서 8자리 SSL을 

찾습니다(상단의 “Search By Square Suffix Lot(SSL)(SSL로 검색)”을 

클릭해야 합니다). 

○ 쓰레기 계약서 사본 또는 현재 청구서. 

2. 귀하가 협동조합에 거주하고 주택 세금 공제를 받는 경우, 협동조합 

이사회는 협동조합 주택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협동조합에 

대한 귀하의 자격을 매년 갱신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원 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DC 정부가 30일 이내에 귀하의 서신을 검토합니다. 

2. 승인이 되면, 귀하의 크레딧이 귀하의 재산세 청구서에 적용될 

것임을 설명하는 확인 이메일 또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청구서에 이 

항목이 표시되지 않지만, 총액이 청구서당 $56씩 감소할 것입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거절 이유와 크레딧 재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이메일 또는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든 적격 신청자가 크레딧을 받습니까? 
예 

알아야 할 추가 요건이 있습니까? 
쓰레기 크레딧을 받으려면 먼저 주택 세금 공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주택 세금 공제에 대한 승인을 받고 콘도에 거주하는 경우, 쓰레기 

크레딧은 자동으로 재산세 청구서에 적용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먼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요일~금요일, 오전 8:15~오후 5:30 사이에 (202) 727-

4829번으로 전화하여 세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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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Trash Credit)”이라는 제목으로 e-services.otr@dc.gov(단독주택, 

콘도 및 HOA)로 팀에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Square Suffix 

Lot(SSL)과 크레딧 요청을 제출한 날짜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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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예, 코압 또는 HOA에 거주하는 경우 향후 재신청을 위해 우편으로 재인증 

서신을 받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협동조합 및/또는 HOA의 경우 10월에 

발송되며 12월에 다시 제출합니다. 귀하는 주택 세금 공제 프로그램 

참가를 재확인하고 가장 최신의 쓰레기 계약서 사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콘도 및/또는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크레딧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주택 세금 공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최근의 재산세 청구서의 3페이지를 확인합니다. "Additional 

Information(추가 정보)" 상자에서 주택 세금 공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재산세 청구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MyTax.dc.gov에서 Real Property(부동산) > Search for Real 

Property(부동산 검색) > Property Details(부동산 세부 정보) > Tax 

Information(세금 정보) > Billing History(청구 내역) >을 선택하고 가장 

최근의 세금 청구서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1년 4월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https://www.frontdoor.dc.gov/save-on-tax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