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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4월 15일 마감시한에 앞서 세금신고 무상 지원 옵션과 온라인 리소스
발표

무상 서비스에 직접 및 온라인 세금신고 지원과 온라인 환급 추적 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이 4월 15일 세금신고 마감시한 전에
세금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무상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 납세자는 세무부(Tax Department)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신고서를 무료로 작성하고 전송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제출자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자신의 환급 내역을 추적하고
세무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신고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무료 온라인 서비스 및 안내 패키지는 세금신고 절차 간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모든 지원 대상 뉴욕 주민께서는 이런 수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 무료 제공
2018년도에 수정된 총 가구 소득이 66,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이 기회를 이용해 무료
세금신고 지원 사이트에서 신고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자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각각의 장소에서 세무부 전문가들이 무료 세금 신고 절차를 통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아이티 크리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우르두어 등
여러 언어로 납세자를 돕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세무부는 올해는 뉴욕주 전역의 대학 캠퍼스까지도 파견 대상 장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세무부는 뉴욕주 주변의 7개 지역사회에 속한 대학과 제휴하여 대학생과
교직원이 소득세 신고서를 전자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무료 신고서 제출 세션의 날짜와 시간, 장소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려면 www.tax.ny.gov에서 “Free Tax Assistance(무료 세금신고 지원)”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 웹 페이지에서는 무료 세금신고 세션에 지참하고 오셔야 할 중요한 서류와
정보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세금신고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제공
지원 대상이시라면, 무료 세금신고 지원 장소를 방문하는 대신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해 www.tax.ny.gov에 접속하여 무료 세금신고서 작성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한 후 이를 사용해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부 웹사이트에서 “Free File(무료 파일)”을 검색하면 세금신고서 작성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웹 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신고서 제출 오류가 발생해
신고 처리 및 환급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귀중한 세금
공제가 간과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전자 파일 신고(E-filing)는 우편을 통해 종이 서류 세금 신고서를 보내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입니다. 뉴욕주의 모든 개인 소득세 신고의 약 92%는 온라인
방식으로 준비된 후 신고됩니다. 모든 세금 신고는 전자적으로든 제출하든 종이 서류로
제출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체계적인 검토를 거칩니다.
유료 세금신고서 작성 대행업자를 고용하고 싶으시면 세무부 웹사이트에서
“Hiring(고용)”을 검색하면 나오는 팁을 검토해 고용하려는 대행업자가 믿을 만하고
확실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상태 확인
납세자는 세무부 웹사이트 www.tax.ny.gov에서 언제든지 “Check your Refund(환급
확인)”를 검색해 뉴욕주 세금 환급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Check Your Refund(환급 확인)” 도구는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무부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더라도
담당자 역시 이 도구를 통해 똑같은 정보를 확인하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부 이메일 알림 서비스에 등록하면 환급금 지급 시점도 알 수 있습니다. 세무부
홈페이지 www.tax.ny.gov를 방문해 페이지 맨 아래에서 알림 서비스 구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뉴욕주 납세자 자격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s, EITC)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납부할 세금액을 크게 줄이거나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와 가족은 실질적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8 과세연도에 대한 연방, 주 및 뉴욕시 EITC의 최대 총 금액은 세 자녀 가정의 경우
8,682달러입니다. 자격 요건은 세무부 웹사이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무부와 직접 의사소통
신고서 항목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서신을 받으실 경우 뭔가 잘못하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세무부에서 신고서와 신청하신 환급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급할 환급금의 지급을 미루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세금신고와 환급금 신청을 막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세무부와 소통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금 및 관련 고지서와 기타 고지서에
대해 모두 전자 통신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 www.tax.ny.gov에서 귀하의 현재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새
계정을 만듭니다.
2. Account Summary(계정 요약) 홈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서 귀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Preferences(기본 설정)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Electronic Communications(전자 통신문)를 선택합니다.
4. Electronic Communications(전자 통신문) 페이지에서 Bills and Related
Notices(세금 및 관련 고지서)와 Other Notifications(기타 고지서)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할 경우 세무부에서는 귀하의 환급금이 지급될 때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향후 통신문이 있을 시 알려드립니다.
서신이나 고지서에 안전하게 회신하려면 귀하의 Online Services(온라인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한 후 Respond to Department Notice(세무부 고지서 회답)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세무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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