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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may deduct the loss or partial loss of your home, household goods, and motor
vehicles from disaster damage on your individual federal income tax return. If you paid
taxes in the tax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tax year in which the disaster occurred,
you can choose to deduct your loss on a Form 1040X (Amended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 the prior year instead of waiting to file your current year return. This will
allow you to receive a refund of some or all of the taxes paid on your prior year return.

What this means to you…
•

If you filed a federal income tax return in the preceding tax year and paid federal
taxes …
o You may be able to file an amended return now (or wait until next year) to
claim your loss and receive a refund of the amount of taxes paid.
o You need to itemize using Form 1040 Schedule A.

To claim your losses…
•
•
•
•
•

Make a list of everything you owned and lost
Determine its original cost (or adjusted basis)
Determine the fair market value of each item
o This is the amount it could have been sold for just before the disaster
Determine the present value – after the disaster
Determine insurance or other reimbursements you received or expect to receive

To take advantage of casualty losses and to assist you through this
process…
•
•
•

Get Publication 2194, Disaster Loss Kit for individuals or Publication 2194-B
Disaster Loss Kit for businesses.
Get computer generated copies of your last year’s tax return from the IRS.
IRS can assist with preparing your amended tax returns.

For additional information and assistance…
•

IRS Disaster Assistance Hotline – 1-866-562-5227
(Monday – Friday from 7:00 am to 10:00 pm local time),
*Please have your own interpreter, if needed, when calling the Hotline number

•
•

Visit the website at www.irs.gov or
Contact your tax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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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해 지역
재해로 인해 손상된 주택, 가재도구 및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손실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해의 바로 전 세무 연도에 세금을 낸
사람은 금년도 납세 신고 때 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1040X (Amended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수정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을 사용해 손실을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귀하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환불 받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귀하에게 주는 의미…
•

귀하가 전 세무 연도에 연방 소득세를 신고하고 연방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엔…
o 수정 소득세 신고 양식을 지금 제출하여 (또는 다음 해까지
기다려서) 손실을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o 1040 양식 스케줄 A에 항목별로 기입해야 합니다.

손실을 신고하려면…
•

손실된 소유품을 전부 적은 목록을 작성할것

•

그 물건의 원가(또는 조정 가격) 파악

•

각 물건의 공정 시장가 파악
o 이 가치는 재해 직전에 판매할 경우 받았을 가격을 의미함

•

현재 가치 파악 – 재해 후

•

이미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이나 또 다른 환불액 파악

사상 손실에 대한 혜택과 이 절차에 도움을 받으려면…
•

출판물 2194, 개인용 재해 손실 키트(Disaster Loss Kit)나 출판물 2194-B,
사업체용재해 손실 키트를 입수하십시오.

•

국세청에서 컴퓨터로 뽑은 작년도 납세 신고서 사본들을 입수하십시오.

•

국세청에서는 수정 세금 보고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할 경우엔…
•

IRS 재해 보조 핫라인 – 1-866-562-5227

(월요일 – 금요일 현지시간 오전 7:00시 부터 오후 10:00 시 까지),
*핫라인으로 전화시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

저희 웹사이트 www.irs.gov 를 방문하거나 또는

•

귀하의 조세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