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9G 양식 세금 정보

1099G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1099G 양식은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에서 1 년에 여러분에게 지급한 
총 과세 소득에 대한 기록으로서 IRS 에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로부터 실업 보상금울 수령한 경우 1099G 양식을 
받게 되며, 연방 세금 신고 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소득은 캘리포니아주 소득세로부터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실업 보상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다음을 포함하는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혜택:

- 연방 세금 납부 연장(Federal Extensions, FED-ED)
- 임금 상실 지원(Lost Wages Assistance, LWA)
- 판데믹 추가 보상(Pandemic Additional Compensation,

PAC)
- 판데믹 긴급 실업 보상(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
- 혼합 소득자 실업 보상(Mixed Earner Unemployment

Compensation, MEUC)
● 판데믹 실업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혜택
●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혜택을 대신하여

받은 장애 보험(Disability Insurance, DI) 혜택
● 재난 실업 지원(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 DUA)

혜택
●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PFL) 혜택

1099G 양식은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은 2022년 1월 31일까지 2021 년도 1099G 양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2021년 12월 27일까지 인쇄본을 받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해당 양식을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우편 수령을 
하지 않으려면 UI Online에서 Profile 을 선택한 다음 본인의 Form 
1099G Preferences 를 업데이트 하십시오.

다음 경우에 1-866-401-2849로 전화하십시오:

● 본인 양식에 표시된 금액이 $0인 경우.
● 우편 주소가 새로 변경된 경우 또한 본인의 UI Online 계정에서

연락 방법을 변경하거나 정확한 정보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1099G 양식이 조정되었으나 온라인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1099G 양식 사본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1099G 양식 세금 정보는 UI Online 에서 최대 5년까지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인쇄본을 확인하거나 신청하려면:

1. Benefit Programs Online 에 로그인하십시오.
2. UI Online 을 선택하십시오.
3. Form 1099G 를 선택하십시오> 희망하는 년도 옆을 확인하십시오

> 인쇄본을 출력하거나 신청하십시오.
전화로 사본을 신청하려면 1-866-333-4606으로 전화하십시오. *

본인의 1099G 양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UI Online 에서 본인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거나 1-866-333-4606으로 전화
하여 1099G 양식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본인의 1099G 양식에 
표시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866-401-2849 로 전화하여 본인의 현 
주소과 전화 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

UI Online 에서 자세한 실업 지급액 정보를 받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UI 
Online: Access Tax Information/Form 1099G Using UI Online(YouTube) 을 
참조하십시오.

실업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1099G 양식을 
받는 경우…
사기 피해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Ask EDD 를 방문한 다음 1099G Form 을 
선택하여 사기를 신고하거나 1-866-401-2849로 전화하십시오. ** 여러분이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의 사화 보장 번호에서 해당 청구 건을 
삭제한 다음 이를 업데이트한 1099G 양식을 보내게 됩니다.

추가 자원에 관한 내용은 Tax Information (Form 1099G) 에서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것이 아닌 1099G 양식을 받은 경우 봉투에 “Return to Sender”
를 적은 다음 저희에게 반송해 주십시오. 우편 요금을 새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응답 전화 문의가 하루 24시간 주 7일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는 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태평양 시간 기준) 사이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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