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으세요.

캘리포니아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어린자녀 세액 공제

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귀하의 돈을 돌려 받으세요.

여분의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활비 해소 
 아이들을 위한 새 옷 사기  
 식료품 사기                                   
 의료비 지출                       
 기타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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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ftb.ca.gov/caleitc

CalFresh, 가치있는 식품 보조 프로그램, 가 
생활보조금 (SSI) 수혜자도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확장 되었습니다.
정보: GetCalFresh.org

CalSavers 는 간편하고, 이동 가능하며, 낮은 
금액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은퇴를 위한 저축 
방법을 제공합니다.
정보: CalSavers.com

가족들을 위한 더 자세한 정보 

ITIN납세자도 이제는  
자격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캘리포니아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어린자녀 세액공제의 자격이 
유지되는 소득의 한도는 얼마입니까? 

귀하의 2020년도 근로 소득은 얼마입니까?

$30,000 또는 그 이하 $30,000 이상 

$30,000 이하의 근로소득과 여섯살 
미만의 자녀가 있으십니까? 

YCTC 의 
자격은 없으나 

연방 EITC 
가능 

네 아니오 

CalEITC 또는 YCTC

의 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나 연방 EITC의 

자격이 가능합니다

CalEITC 또는YCTC자격이 
안됩니까? 

$56,844 이하의 소득을 버는 경우, 
연방 EITC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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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공제 계산기를 
사용하여 CalEITC, YCTC 
및 연방 EITC 혜택으로 
얼마나 세금 환급을 받을 
수있는 지 알아보십시오. 

ftb.ca.gov/caleitc

CalEITC의 
자격이 
됩니다 

YCTC 역시 
자격이 됩니다. 

세금보고시 환급을 증가시킬 
수있는 현금 환급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장된 캘리포니아 근로소득 세액공제 (CalEITC), 
새로운 어린자녀 세액 공제 (YCTC), 그리고 연방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합산하여 수백 또는 수천 달러의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 돈은 집세, 학비, 공과금, 식료품 및 기타 중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CalEITC의 액수는 귀하가 일에서 
버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  18 세 이상 또는 자녀가 있는경우. 
•  고용인 또는 자영업자. 
•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가 있습니다. 
•  적어도 과세 연도의 절반이상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한 경우.  

CalEITC 의 자격요건이 되며 여섯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경우, 귀하는 YCTC 또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CalEITC 와 YCTC, 그리고 연방 EITC에 관한 정보는 
물론 무료로 일년 내내 세금 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ftb.ca.gov/caleitc 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