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서 준비에 대해 무료
도움받기
Korean | 한국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의 무료 Tax Help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ax Help란 무엇입니까?
이 서비스는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금
신고 도움 서비스는 ATO 에서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7월부터 10월까지 호주의 모든 주 수도와 많은 지역 중심지에서 제공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Tax Help를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제공합니다.
Tax Help 자원봉사자를 직접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자원 봉사자는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Tax Help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Tax Help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회계연도당 소득이 약 $60,000 이하이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때 이용 자격이 됩니다.
• 계약업자로 일하지 않았음 (예: 계약 청소부 혹은 택시 기사)
•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 - 개인 사업자 포함
• 파트너십이나 신탁 사안이 없음
• 주식이나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았음
•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음
• 자본 소득세 (CGT)가 없음
• 로열티를 받지 않았음
• 관리 펀드를 제외한 신탁에서 배당금을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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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연금이나 연부금을 제외한 외국 소득을 받지 않았음

Tax Help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Tax Help를 받을 자격 여부를 알아 보시고, ATO 13 28 61번에 전화해서 가까운 Tax Help 센터와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Tax Help를 이용할 자격이 안되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yTax 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록된 세무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Tax Help 예약에 가져가야 할 것
필요한 정보:
• myGov 이용자 ID 및 암호 - 여러분의 세부 사항을 기억못 할 경우, 또는 계정이 없는 경우, Tax
Help 자원봉사자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 myGov 액세스 코드를 수신하는 휴대폰
• 은행 계좌 정보 (BSB 번호 및 계좌 번호)
• 납세자 번호 (TFN)
• 지난 5년 중 받았던 세금 신고 평가서
• 모든 고용주들로부터 받은 소득 명세서
• 업무 관련 비용, 기부금 또는 증여금에 대한 영수증
• 지불한 자녀 양육비 지급 내역서
• 해당 회계연도 중에 배우자 (혼인 혹은 사실혼 관계)가 있었던 경우, 배우자의 과세 소득 혹은
예상 소득 내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ATO 웹사이트 ato.gov.au/TaxHelp (영어)를 방문하십시오.

참고자료 (영어)
• What is income? (소득이란?)
• Deductions you can claim (청구 가능 공제내역)
• Lodging your tax return (세금 신고서 제출)
• Finding a registered tax agent (등록된 세무사 찾기)
• Records you need to keep (보관해야 하는 기록들)

면책조항: 이 정보는 단지 일반적인 정보 요약이며, 2020년 7월 28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본 자료를 원하는대로 복제, 개작, 변경, 전송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ATO나 Commonwealth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서비스나 상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는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