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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오늘 밤 자정 마감 시한을 앞두고 세금 신고 지원 확대 발표  

  

뉴욕주 세무부(NYS Tax Department), 확대된 콜센터 시간 및 온라인 자원을 제공하여 

오늘 밤 뉴욕 주민이 정확히, 정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늘 밤 자정 세금 신고 마감 시한을 앞두고 아직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뉴욕 납세자를 돕기 위한 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세무부(Tax Department) 담당자들은 오늘 동부 여름 시간대(EDT) 오후 

7시까지 마지막 신고 관련 질문에 답변합니다. 담당자들은 전화 518-457-5181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전자적으로 정확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한 안내와 자원은 또한 세무부(Tax Department)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 마감 시한이 근접함에 따라 납세자를 돕기 위한 세금 신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아직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확대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료 전자 파일(E-file): 2018년에 조정된 총가구 소득이 66,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컴퓨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통해 www.tax.ny.gov에서 무료의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검색: 무료 파일(Free File)). 지난해, 155,000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세무부(Tax Department)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파일 

옵션을 이용했습니다.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는 처리 및 환급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잠재적인 세금 공제를 확실히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온라인으로 환급 확인 만일 소득세 환급 청구에 대해 알고 싶다면, 환급 상태 확인(Check 

your refund status!) 앱을 뉴욕주 세무부(Tax Department) 사이트: www.tax.ny.gov에서 

이용하십시오(검색: 환급(Refund)).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청구한 환급 금액, 사회보장번호 및 신고한 양식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의 자동 연장 요청: 오늘 밤 자정까지 완성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신고 기한을 자동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면 세금 신고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제공받지만, 내야 하는 세금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의 연장을 

http://www.tax.ny.gov/
https://www.tax.ny.gov/default.htm
http://www.tax.ny.gov/


 

 

요청할 때, 내야 하는 적정 추정 세금 잔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연장 시 개인 소득세 

신고는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마감이나 그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부(Tax Department)와 직접 의사소통: 신고서 항목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서신을 받으실 경우 뭔가 잘못하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세무부(Tax 

Departmen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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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 계정 접근: 뉴욕주 세무부(Tax Department) 웹사이트: www.tax.ny.gov의 

이 페이지(검색: 계정(account))에서 세금 계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볼 수 있는 중앙 

위치를 제공합니다. 일 년 동안의 납부한 추정 세금 납부액이나 제출 기한이 연장된 

지불액을 포함하여, 제출할 때 세금 신고서에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선불금을 볼 수 

있습니다.  

  

내야 하는 세금 납부: 만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s) 계정을 

통해 은행 계좌나 데빗카드 또는 크레딧 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야 

하는 금액을 전부 지불할 수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4월 15일 마감 시한까지 완성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하고, 

분할 납부 동의서(Installment Payment Agreement, IPA)를 요청하십시오. 분할 납부 

동의서(IPA)는 미납된 세금 부채에 대한 세부무(Tax Department)의 가장 편하고 인기 

있는 납부 방법입니다.  

  

퀵 페이(Quick Pay) 활용: 전액을 납부할 수 있는 개인들은 은행 계좌에서 직접 

청구서나 세금 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세무부(Tax Department) 웹사이트: 

www.tax.ny.gov의 온라인 앱(검색: 퀵 페이(Quick Pay))은 컴퓨터, 스마트폰 및 다른 

모바일 장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답변 센터(Answer Center) 방문: 자주 묻는 질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면 

일반적인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tax.ny.gov 하단에 있는 

"답변 센터(Answer Center)"를 클릭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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