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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1는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빈곤한 

경제적사정으로 힘들어하는 가구 등에 현금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 지급의 목적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시작은 2009년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의 규모와 

연간급여액의 산정되는 방식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지원 2 됩니다. 

  

공식 정보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는 신청과, 서류 제출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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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RS 신청하기 

2. * 모바일 신청하기 

3. * 인터넷 신청하기 

8. 근로장려금 시각영상자료 

1. 근로장려금 체험 수기 『희망의 씨앗』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홍보영상 

3. 댓글로 살펴보는 근로장려금 영상 

9. 문의하기 

10. 근로장려금 수급 후 해야할 것 

11. 각주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종교인 3 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 다른점 3가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범위 

근로자라면, 정기 혹은 반기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사업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당장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무직자 4 도 일정 요건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확인하기 

> 백수도 근로장려금 받아가는 1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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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_%EC%8B%9C%EA%B0%81%EC%98%81%EC%83%81%EC%9E%90%EB%A3%8C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_%EC%B2%B4%ED%97%98_%EC%88%98%EA%B8%B0_%E3%80%8E%ED%9D%AC%EB%A7%9D%EC%9D%98_%EC%94%A8%EC%95%97%E3%80%8F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_%EC%A0%95%EA%B8%B0%EC%8B%A0%EC%B2%AD_%ED%99%8D%EB%B3%B4%EC%98%81%EC%83%81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EB%8C%93%EA%B8%80%EB%A1%9C_%EC%82%B4%ED%8E%B4%EB%B3%B4%EB%8A%94_%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_%EC%98%81%EC%83%81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EB%AC%B8%EC%9D%98%ED%95%98%EA%B8%B0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_%EC%88%98%EA%B8%89_%ED%9B%84_%ED%95%B4%EC%95%BC%ED%95%A0_%EA%B2%83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EA%B0%81%EC%A3%BC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206_3
https://moccona.co.kr/entry/%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B0%A8%EC%9D%B4-%EB%8B%A4%EB%A5%B8%EC%A0%90-3%EA%B0%80%EC%A7%80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206_4
https://moccona.co.kr/entry/%EC%9E%90%EC%98%81%EC%97%85%EC%9E%90-%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8B%A0%EC%B2%AD-%EC%9E%90%EA%B2%A9-%EC%9A%94%EA%B1%B4-%ED%99%95%EC%9D%B8
https://moccona.co.kr/entry/%EB%B0%B1%EC%88%98%EB%8F%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B%B0%9B%EC%95%84%EA%B0%80%EB%8A%94-1%EA%B0%80%EC%A7%80-%EB%B0%A9%EB%B2%9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하단의 이미지자료 혹은 표 자료를 활용하세요.  

  

기간 정리 자료 (이미지) 

▲이미지출처:모코나뉴스(정기신청-반기신청-비교표) 

  

기간 정리 자료(표) 

지급일 기간 



근로장려금 2020 년 상반기 

지급일 
2020 년 12 월 (종료) 

근로장려금 2020 년 하반기 

신청일 
2020 년 3 월 (종료) 

근로장려금 2021 년 정기 

신청기간 

2021 년 5 월 1 일 ~ 2021 년 5 월 31 일 

(06:00~24:00)5  

근로장려금 2020 년 하반기 

지급일 
2021 년 6 월 

근로장려금 2021 년 정기 

신청기간 
2021 년 9 월 (06:00~24:00)6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간단하게 모의계산 7 을 통해 할 수 있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쉬운방법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크게 

3가지로 ①가구원요건, ②소득요건, ③재산요건이 있습니다.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206_5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206_6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206_7
https://moccona.co.kr/entry/%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A7%80%EA%B8%89-%EB%8C%80%EC%83%81%EC%9E%90-%ED%99%95%EC%9D%B8%ED%95%98%EB%8A%94-%EC%89%AC%EC%9A%B4%EB%B0%A9%EB%B2%95-%EA%B5%AD%EC%84%B8%EC%B2%AD-%EA%B3%A0%EA%B0%9D%EC%84%BC%ED%84%B0-%EC%A0%84%ED%99%94%EB%B2%88%ED%98%B8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 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의 경우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만 있는 가정과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그리고 한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에게만 소득이 있으며, 다른 세대원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홑벌이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 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이며, 이 외에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 8 

의 연간 소득금액 총합계액이 100 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홑벌이 가구 입니다. 

  

> 맞벌이가구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206_8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소득이 300 만원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 입니다.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000 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000 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600 만원 이하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부재는 채감하지 

않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요건 비고 

2 억원미만 신청가능 

1 억 4 천만원 ~ 2 억원 미만 장려금의 50%만 수급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준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에 신고되어진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 아래에서 안내드리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등의 증서서류 제출이 생략가능합니다. (필요시, 

입증서류와 재산증거서류 제출 必)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증거서류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5.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6.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7.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8.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9.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10. 사업실적명세서 

  

* 재산 증거서류 

1.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ARS 신청, ②모바일신청, ③인터넷 신청 

필수준비물: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 

  

* ARS 신청하기 

ARS 신청방법: ☎ 1544-9944로 전화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누르기 ☞ 문자메시지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을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 평일 오전 9시 이전 혹은 18시 이후에 이용하면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tel:1544-9944


> 개별인증번호 조회안내 

  

* 모바일 신청하기 

모바일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 받은 후 ☞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이미지출처:홈택스 (손택스-모바일-근로장려금-신청방법-안내) 

> 구글플레이스토어 손택스 어플 설치하기 

> 앱스토어 손택스 어플 설치하기 

  

* 인터넷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은 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그인 

☞계좌번호, 전화번호입력 ☞ 신청확인 전송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그인 ☞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입력 ☞ 신청확인전송< 

  

> 홈택스 홈페이지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AzNjU=MTA2MD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gl=US
https://apps.apple.com/kr/app/%EA%B5%AD%EC%84%B8%EC%B2%AD-%ED%99%88%ED%83%9D%EC%8A%A4-%EC%86%90%ED%83%9D%EC%8A%A4/id495157796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근로장려금 시각영상자료 

국세청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유튜브 영상입니다. 

  

>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체험 수기 『희망의 씨앗』 

장려금 수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사례를 구성한 영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체험 수기 『희망의 씨앗』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홍보영상 

매년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홍보영상 

  

댓글로 살펴보는 근로장려금 영상 

국세청 세정홍보과 장준미 조사관님과 국세청 유튜브담당 김교준님이 직접 

Q&A답변을 해드립니다. 

▲댓글로 살펴보는 근로장려금 영상 

  

문의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 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VTdK_EozBDQ7ICMPJdbpzQ


  

> 홈택스 문의하기 ☎1544-9944 

> 국세 환급금 신청 & 조회 방법 - 미수령 환급금액 찾기 4가지 방법 

  

▲이미지출처:모코나뉴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하기) 

  

tel:1544-9944
https://moccona.co.kr/entry/%EA%B5%AD%EC%84%B8-%ED%99%98%EA%B8%89%EA%B8%88-%EC%A1%B0%ED%9A%8C-%EB%B0%A9%EB%B2%95-%EB%AF%B8%EC%88%98%EB%A0%B9-%ED%99%98%EA%B8%89%EA%B8%88%EC%95%A1-%EC%B0%BE%EA%B8%B0


근로장려금 수급 후 해야할 것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수급하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적금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각 은행별로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적금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 근로 장려금 적금 2021 - 모르면 손해인 3가지 적금 

  

모코나뉴스 

  

각주 

1. >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본문으로] 

2. >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신청자가 만 60 세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현금으로 지원되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 회계사, 변호사 등과같은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본문으로] 

https://moccona.co.kr/entry/%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A0%81%EA%B8%88-2021-%EB%AA%A8%EB%A5%B4%EB%A9%B4-%EC%86%90%ED%95%B4%EC%9D%B8-3%EA%B0%80%EC%A7%80-%EC%A0%81%EA%B8%88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link_206_1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link_206_2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link_206_3
https://moccona.co.kr/notice/180


4. >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귀속년도에 일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수도 근로장려금 받아가는 1 가지 방법을 

참고하세요. [본문으로] 

5. > 홈택스 신청가능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6. > 홈택스 신청가능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7. > 모의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8.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란? 

[본문으로] 

 

https://moccona.co.kr/entry/%EB%B0%B1%EC%88%98%EB%8F%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B%B0%9B%EC%95%84%EA%B0%80%EB%8A%94-1%EA%B0%80%EC%A7%80-%EB%B0%A9%EB%B2%95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link_206_4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link_206_5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link_206_6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link_206_7
https://aboutbox.tistory.com/309
https://aboutbox.tistory.com/309
https://moccona.co.kr/entry/2021%EB%85%84-%EA%B7%BC%EB%A1%9C%EC%9E%A5%EB%A0%A4%EA%B8%88-%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EC%A0%95%EA%B8%B0-%EB%B0%98%EA%B8%B0-%EC%8B%A0%EC%B2%AD#footnote_link_206_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