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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에서 추가로 세금신고 무상 지원 발표

뉴욕시, 주도 지역,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롱아일랜드, 웨스턴 뉴욕에서 예정된 행사
뉴욕주의 모든 개인 소득세 신고의 92 퍼센트는 온라인 세금신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에서 추가로 세금신고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세무부 (Tax Department) 자원
봉사자들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납세자들이 4 월 18 일의 마감일 전에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1 월에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된 이후, 세무부 (Tax Department)는 뉴욕주 전 지역의 54 개 장소에서 수천 명의
납세자들에게 세금신고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근면한 뉴욕 주민들이 제
시간에 적절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쉽게 확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분들이 근처의
세금신고 행사에 참석하셔서 이 세금신고 기간 중에 제공되는 무상 지원을 활용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2016 년 조정된 가구 총 소득이 64,000 달러 이하인 뉴욕주의 납세자는 무료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금 소프트웨어는
오류를 줄이고 근로소득세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s)와 같은 귀중한 세금
공제를 확실히 청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처리 속도 및 세금 환급의 경우, 온라인
세금신고의 오류율은 종이 서류 신고의 오류율보다 20 배 정도 낮습니다.
보다 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뉴욕시, 주도
지역, 센트럴 뉴욕, 노스 컨트리, 롱아일랜드, 웨스턴 뉴욕에서 추가 세금신고 행사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세무부 (Tax Department) 직원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3 월 11 일 토요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Opportunities for a Better Tomorrow
280 Wyckoff Avenue
Brooklyn, NY 11237
4 월 3 일 월요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Brooklyn Public Library – Dekalb Branch
790 Bushwick Avenue
Brooklyn, NY 11221
롱아일랜드
3 월 31 일 금요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Huntington Opportunity Research Center
1264 New York Avenue
Huntington Station, NY 11746
주도 지역
3 월 25 일 토요일
오전 9 시 – 오후 5 시
Empire State Plaza Concourse
Albany, NY 12210
센트럴 뉴욕
3 월 22 일 수요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Cortland Free Library
32 Church Street
Cortland, NY 13045
3 월 23 일 목요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Huntington Memorial Library
62 Chestnut Street
Oneonta, NY 13820

3 월 28 일 화요일
오후 1 시 - 오후 7 시
Southeast Steuben County Library
300 Nasser Civic Center Plaza
Corning, NY 14830
노스 컨트리
4 월 5 일 수요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Ogdensburg Public Library
312 Washington Street
Ogdensburg, NY 13669
4 월 6 일 목요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Plattsburgh Public Library
19 Oak Street
Plattsburgh, NY 12901
웨스턴 뉴욕
3 월 30 일 목요일
오후 1 시 - 오후 7 시
Olean Public Library
134 North Second Street
Olean, NY 14760
Nonie Manion 조세재무부 (Taxation and Finance)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상 서비스는 마감일 전에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저소득층 뉴욕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납세자분들이 우리 세무부 (Tax
Department)의 전문가 자원 봉사자들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얻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에서 열리는 많은 무료 행사 중 한 곳에 참석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촉구드립니다.”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작년 세금 신고서 사본, 운전 면허증 또는 뉴욕주 발행 신분증, W2 양식 서류, 사회보장번호 등을 포함하여 이 무상 세금신고 행사에 필요한 문서를
지참해야 성공적인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부 (Tax Department)의 웹사이트
www.tax.ny.gov/fsa 에서 지참하실 전체 문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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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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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종이서류 신고 시 서류에 적힌
민감한 정보는 분실되거나 도난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나 무료 세금신고 사이트 중
한 곳에서 온라인 세금신고를 할 경우, 납세자들은 자격이 되는 모든 세금 공제 사항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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