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 근로자 기금(EWF) 혜택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지급금은 주세가 이미 공제된 상태로 수급되었지만, 
여전히 연방 소득세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부 지급 수령자 명세서(1099-G) 세금 양식은 2021
년 EWF 지급을 수령한 뉴욕 시민을 위해 2022년 1월 말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세금 양식은 2021년에 NYS DOL
로부터 지급받은 총 EWF 자금과 더불어 귀하의 혜택에 
대한 조정 또는 세금 원천징수를 제공합니다. 2021년 세금 
신고 시 이 양식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조: 실업보험과 코로나 판데믹 실업급여에 대한 
1099-G 세금 양식은 별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ol.ny.gov/unemployment/1099-g-tax-form 
을 참조하십시오. 

1099-G 세금 양식 수령 방법
귀하의 1099-G 세금 양식은 EWF 신청서에 귀하가 기입한 
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1099-G 양식 구성
1099-G 세금 양식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자 6: 과세 보조금 - 이 상자에는 해당 연도 동안 EWF
혜택으로 지급된 달러 금액이 포함됩니다.

•  상자 11: 주 소득세 원천징수 - 이 상자에는 해당 연도
동안 귀하의 혜택에서 원천징수된 주 소득세의 총액이
포함됩니다.

1099-G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정보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1099-G 세금 양식을 받지 못했거나 1099-G 세금  
양식에 제공된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dol.ny.gov/unemployment/1099-g-tax-form에 있는 
EWF 고객 피드백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I have an issue 
with my 1099-G tax form(1099-G 세금 양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고 EWF 신청 ID 번호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NYSDOL에서 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후 수정된 1099-G 세금 양식 또는 설명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질문: 1099-G는 청구서입니까?

아니요. 청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1년 한 해 동안 
NYSDOL로부터 EWF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보여주는 
세금 양식입니다.

질문: 1099-G 세금 양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소득 신고서와 함께 본 양식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소득에 지급된 EWF 혜택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무사 
또는 전자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 1099-G 양식을 해당 
연도의 기타 세금 정보와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1099-G 
양식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담당 세무사 또는 NYS 세무 
재무부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무료로 전자 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주 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tax.ny.gov로 이동하십시오.

질문: 제 1099-G 세금 양식에 있는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소득세 환급 시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요. 양식에 기입된 Social Security Number나 ITIN만 
올바르면 됩니다. 

질문: SOCIAL SECURITY NUMBER나 ITIN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ITIN이 없으면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irs.gov/individuals/new-york-state-
residents-excluded-workers-fund-payments 또는  
irs.gov/individuals/how-do-i-apply-for-an-itin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질문: 원천징수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소득세 
환급 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만 환급금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EWF 혜택은 소득세가 면제되나요?

귀하가 받은 EWF 혜택의 총액은 뉴욕 주 세법에 따라 
뉴욕 주에 과세됩니다. 뉴욕 주의 세금은 귀하의 지급금이 
수급되었을 때 원천 징수되었고 뉴욕 주의 면세 조항은 
없습니다. 연방 세금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IRS)(홈 페이지: 
irs.gov)에 문의하십시오. 

제외 근로자 기금을 위한 1099-G 세금 정보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

뉴욕주 노동부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는 요청 시 제공이 가능합니다.EWF4K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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