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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시의 무료 세금신고 지원행사에 대해 발표 

 

저소득층 및 중산층 납세자들의 온라인 세금 신고를 무료로 돕기 위한 세 번의 행사를 

주최하는 세무부 (Tax Department) 자원봉사자들 

 

무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약 300만명의 뉴욕시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저소득층 및 중산층 납세자들의 온라인 세금신고를 

돕기 위한 뉴욕시의 행사에서 무료 세금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납세자들은 3월 3일 금요일 행사, 3월 4일 토요일 행사, 3월 11일 토요일 행사에서 

세무부 (Tax Department) 자원 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자신의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들은 앞으로 수주 내에 뉴욕주 전 지역에서 예정된 무료 세금 신고 지원 

시리즈 “팝업스 (pop-ups)”의 첫 번째 행사들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족과 개인들이 자신의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세금신고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모든 분들이 자원 봉사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이번 세금 회기의 무료 

서비스를 활용하시도록 권장합니다.” 

 

2016년 조정된 가구 총 소득이 64,000 달러 이하인 뉴욕주의 납세자는 무료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금 소프트웨어는 

오류를 줄이고 귀중한 세금 공제가 청구되도록 보장합니다.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환급을 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세금신고의 오류율은 종이 신고의 오류율보다 

20배 정도 낮습니다. 

 

세무부 (Tax Department) 직원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사들이 뉴욕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Linda B. Rosenthal 하원의원 

230 West 72nd Street, Suite 2F 
New York, NY 10023 
 

3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United Neighborhood Housing Program 
2751 Grand Concourse 
Bronx, NY 10468 
 

3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Opportunities for a Better Tomorrow 
280 Wyckoff Avenue 
Brooklyn, NY 11237 
 

Nonie Manion 조세재무부 (Taxation and Finance)의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이 무료 세금신고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행사들에서는 납세자들이 유급 작성자를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하고, 향후 몇년 동안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된 이후, 세무부 (Tax Department)는 뉴욕주 전 지역의 

54개 장소 54개 장소에서 수천 명의 납세자들에게 무료 세금신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및 기타 기관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무료 세금신고 행사에 참석할 수 없는 조정된 

가구 총 소득이 64,000 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은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하기 

위해 www.tax.ny.gov에서 무료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검색 : 무료 세금신고 

[free file]). 
 

세무부 (Tax Department)는 세금신고자의 개인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매우 안전하고 암호화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세금신고는 또한 서류를 잃어 

버리거나 우편으로 보낼 시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습니다. 집이나 무료 

세금신고 사이트 중 한 곳에서 온라인 세금신고를 할 경우, 납세자들은 자격이 되는 모든 

세금 공제 혜택을 받도록 보장받을 것입니다. 뉴욕주의 모든 개인 소득세 신고의 약 92 

퍼센트는 온라인 방식으로 신고됩니다. 

### 
 
 
 
 
 
 

http://www.tax.ny.gov/fsa
http://www.tax.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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