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보고를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보고를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 에 의
해 공인된 자원봉사자들
이 최대한의 소득세 환
불을 받으시도록 도와드
릴 뿐 아니라, 근로소득
세액공제 (EIC – earned income credit)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드립니다. 귀하나
귀하가족의 2018년도 소득이 $55,000 미만이었다면
본 무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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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버지니아 여러곳에 편리하게 위치한 VITA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 소득세
자원봉사지원) 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뒷면에서 가장 가까운 VITA 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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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nvacas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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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말부터 4월 15일까지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말부터 4월 15일까지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보고 준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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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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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ID). 부부공동일 경우
배우자의 사진이 부착된 배우자의 신분증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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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귀국 고객을 포함 하 여 가족 구성원에 대 한 사회
보장 카드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를 지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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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관련 세금문서: W-2, W-2G 및 109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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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수표 1장 (귀하의 은행계좌에 소득세 환불액이 직접
입금되도록 해당은행 수표 1장에 “VOID” [무효]라고 크게
적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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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관련 모든 문서: 부양가족 비용, 교육관련 비용, 주택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지불액 관련 서류 등.
 1095A 양식, 보험증,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카드 같은
건강 보험 가입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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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County(페어팩스 카운티)는 카운티의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요청을 하시면 합리적인 선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Fairfax County(페어팩스 카운티)의 가족복지부서 (Fairfax County Department of Family
Services)로 703-324-7280 및 TTY(청각/언어장애인용)로는 711번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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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해 상기에 열거된 곳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www.fairfaxconnector.com 703-339-7200; TTY (청각/시각장애인용) 711 또는 www.wmata.com 202-637-7000;
TTY (청각/시각장애인용) 202-638-3780. Fairfax County, VA(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발간한
출간물입니다.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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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시간 및 장소 날씨와 봉사자 사정에 따라 조금 일찍
닫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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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 (ALEXANDRIA)
• 킹스타운 도서관 (Kingstowne Library), 6500 Landsdowne Center,
1/26-4/13, 토요일 10 a.m.-3 p.m.
• 사우스 카운티 센터 (South County Center), 8350 Richmond
Highway, 1/26-4/13, 화요일 및 수요일 6-8 p.m.; 토요일 10 a.m.-3
p.m.
애난테일 (ANNANDALE)
• 페어펙스 카운티 기술개발원 (FFX SkillSource Center)- 애난테일,
7611 Little River Tnpk. 300W, 1/26-4/13, 화요일 및 목요일 4-7
p.m.; 토요일 10 a.m.-4 p.m.
알링톤 (ARLINGTON)
• 엔터 프라이즈 개발 그룹 (Enterprise Development Group), 901 S.
Highland St., 2/1-4/13, 화요일 및 금요일 6-9 p.m.; 토요일 9 a.m.-1
p.m.
챈틸리 (CHANTILLY)
• 챈틸리 도서관 (Chantilly Library), 4000 Stringfellow Rd., 1/26-4/13,
목요일 6-8 p.m.; 토요일 10 a.m.-1:30 p.m.
폴스처치 (FALLS CHURCH)
• 홈스트레치 (Homestretch), 303 S. Maple Ave., 2/2-4/13, 토요일 10
a.m.-1 p.m.
• 토마스 제퍼슨 도서관 (Thomas Jefferson Library), 7415 Arlington
Blvd., 1/26-4/13, 토요일 2:30-5:30 p.m.
헌돈 (HERNDON)
• 이웃 자원 센터 Neighborhood Resource Center, 1086 Elden St.,
1/31-4/13, 목요일 6-8 p.m.; 토요일 9:30-11:30 a.m., (2/16 제외).
로톤 (LORTON)
• 로톤 지역 활동 센터 (교육센터), 9504 Richmond Highway, 2/2 –
4/15 월요일 및수요일 6-8 p.m., (2/18 제외). 토요일, 2/23, 3/23, 만
10 a.m.-12 p.m.
레스톤 (RESTON)
• 페어펙스 카운티 기술개발원 (FFX SkillSource Center)- 레스톤,
11484 Washington Plz. W., 1/26-4/16, 화요일 3:30-8 p.m.; 토요일
9 a.m.-12:30 p.m..
스프링필드 (SPRINGFIELD)
• 리차드 버드 도서관 (Richard Byrd Library), 7250 Commerce St.,
1/26-4/13, 토요일 10 a.m.-1 p.m.
우드브리지 (WOODBRIDGE)
• PW 퍼라조 사무실 (Ferlazzo Office), 15941 Donald Curtis Dr., 2/24/13,.토요일.10 a.m.-1 p.m.
프린스 윌리엄 (PRINCE WILLIAM)
• 프린스 윌리엄 기술개발원, (PW SkillSource Center, 13370
Minnieville Road, 1/28-4/15 월요일 정오-4 p.m.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
• 킹스타운 도서관 (Kingstowne Library), 6500 Landsdowne Center,
1/26-4/13, 토요일 10 a.m.-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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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난테일 (ANNAN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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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트레치 (Homestretch), 303 S. Maple Ave., 2/2-4/13, 토요일 10
a.m.-1 p.m.
• 토마스 제퍼슨 도서관 (Thomas Jefferson Library), 7415 Arlington
Blvd., 1/26-4/13, 토요일 2:30-5:30 p.m.
헌돈 (HERNDON)
• 이웃 자원 센터 Neighborhood Resource Center, 1086 Elden St.,
1/30-4/13, 목요일 6-8 p.m.; 토요일 9:30-11:30 a.m., (2/16 제외).
로톤 (LORTON)
• 로톤 지역 활동 센터 (교육센터), 9504 Richmond Highway, 2/2 –
4/15 월요일 및수요일 6-8 p.m., (2/18 제외). 토요일, 2/3, 2/10,
2/14 만 10 a.m.-12 p.m.
레스톤 (RESTON)
• 페어펙스 카운티 기술개발원 (FFX SkillSource Center)- 레스톤,
11484 Washington Plz. W., 1/26-4/16, 화요일 3:30-8 p.m.;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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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윌리엄 (PRINCE WILLIAM)
• 프린스 윌리엄 기술개발원, (PW SkillSource Center, 13370
Minnieville Road, 1/28-4/15 월요일 정오-4 p.m.

DELOITTE LLP - TAX DAY 1일 가족친화적 이벤트! 2월23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FFX SkillSource Center – Annandale , (FFX 스킬소스 센터 –
애넌데일), 7611 Little River Tnpk., 음식 / 탁아 / 통역제공 예약없이 방문
하셔도 환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taxday@volunteerfairfax.org
또는 703-246-3896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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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세금 정산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세요?
사용자 지원 셀프서비스(FACILITATED SELF ASSISTANCE, F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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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세금 정산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세요?
사용자 지원 셀프서비스(FACILITATED SELF ASSISTANCE, FSA)
사이트:

•엔터 프라이즈 개발 그룹 (Enterprise Development Group), 901
South Highland St., 3rd Floor, Arlington, 2/2-4/14, 화요일 및
금요일 6-9 p.m.; 토요일 9 a.m.-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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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6-9 p.m.; 토요일 9 a.m.-1 p.m.

•사우스 카운티 센터 (South County Center), 8350 Richmond
Highway, 1/20-4/14, 화요일 및 수요일 6-8 p.m.; 토요일 10 a.m.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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