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소득세 공제금을 신청하십시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연방 EITC 평균 환급금이 $2,533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메릴랜드주 소득세를 정산하는 몽고메리 카운티 주민은 메릴랜드주 EITC와 몽고메리 근로 
가족 수입 보조금을 통해 최대 50%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 연간 소득이 $55,000* 이하이면 EITC 및 소득세 보고 준비를 무료로 지

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IRS 인증을 받은 비영리 및 공공 기관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의 소득세 보고를 전자 파일(e-file)로 접수해드립니다. 연방 및 주 정부로부터의 

세금 환급금을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어 빠르고 안전합니다! 

예약제 장소 
예약 불필요 장소 Community Action Agency                                                       

Sites include Germantown, Gaithersburg, Silver  

Spring, East County, Rockville, & Wheaton 지역 포함                                              

전화 예약은 240-777-1123, 인터넷 자가 예약은: 

montgomerycountymd.gov/freetaxhelp  
 
RSVP/AARP Tax-Aide Program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 중 노인을 중점적으

로 지원하는 20개 이상 카운티 전역 사이트. 월

요일~금요일, 오전 9:30~오후 3:30. 전화 예약

은 240-777-2577, 인터넷 자가 예약은:  mont-

gomerycountymd.gov/taxaide 

(예약 접수는 2019년 1월 28일부터 시작) 
 
Chinese Culture & Community Service          
Center VITA 
9318 Gaither Road, Suite 215,  
Gaithersburg, MD 20877                  

2월 2일~4월 6일 

매주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시 

전화: 301-820-7200 내선: 8114 또는 8118 

 
CASA de Maryland                                                                               
CASA Rockville Welcome Center               
14645 Rothgeb Drive, Rockville, MD 20850  

2월 8일~4월 13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토요일은 240-491-5747로 전화해서 정확한 날짜를 확

인하십시오. 

 
 

Community Tax Aid Sites 

*가구당 연 수입이 $55,000 이하인 가족 및 

연 수입 $35,000 이하 개인에 대한 서비스 
Park Montgomery Apartments                                      
8860 Piney Branch Road  
Silver Spring, MD 20903       

커뮤니티 센터 – 1층 

2월 3일 ~ 4월 14일,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4시                              

Rockville Library 
21 Maryland Avenue, Rockville, MD 20850 

2월 2일 ~ 4월 13일, 매주 토요일, 오후 12:00 

– 2:30 
Aspen Hill Library 
4407 Aspen Hill Road, Rockville, MD 20853 

매주 목요일, 오후 2 시 ~ 6시 

단, 2019년 2월 14일은 제외. 

소득세를 환급받으세요!  
montgomerycountymd.gov/CASHBACK  

http://www.montgomerycountymd.gov/freetaxhelp


지참 서류 

신청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발행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불가. 

작년도 소득세 정산 서류 사본(정산 신청을 한 경우) 

사회 보장 카드 원본, 사회 보장 번호 확인 편지, 또는 가족 전원의 

ITIN: 사본 불가. 

소득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의 생일. 

모든 W-2 양식, 1098 -T, 1099-Misc, 1099-K 및 2018년에 일했던 모

든 직장에서 받은 수입을 보고할 서류. 귀하의 소득 신고서에 부양가

족으로 보고할 모든 사람의 2018년도 전체 소득. 

자녀 양육비를 제공한 사람의 2018년도 연간 자녀 양육비 명세서와 

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세금 신고 ID 번호 (고용주 ID/사회 보장 번

호).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위해서는 백지수표나 은행 계좌 

증명서 및 라우팅(routing) 번호가 필요합니다. 

연방 소득세 환급이나 환급금의 선지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로

부터의 의료보험 정보, Marketplace(ACA), Medicaid 또는 Medi-

care 정보 그리고 양식 1095-A, B 또는 C를 가져오십시오.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연방 환급금: 

전자로 접수하면 24시간 후 그리고 서면으로 접

수하면 4주일 후에 IRS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refunds 

1-800-829-1040 

메릴랜드주 환급금은 다음 웹사이트를 이용하십

시오: http://taxes.marylandtaxes.com/  Individu-

al_Taxes/Individual_Tax_Types/  Income_Tax/
Refund_Information/default.shtml 1-800-218-
8160 

          무료 소득세 정산 소프트웨어 

IRS의 무료 파일(http://freefile.irs.gov/)은 소득이 

$66,000 이하인 사람들에게 무료 소득세 정산 지

원 준비와 e-file을 제공합니다. 세금 관련 도움을 

받으려면 무료 전화 1-800-829-1040으로 연락

하십시오. 

현직 및 퇴직 군인 그리고 군인 가족을 위한 군인 VITA: https://www.militaryonesource.mil/financial-legal/tax-services  

montgomerycountymd.gov/CASHBACK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240-777-0311로 전화하십시오. MD Relay 711  

 

여러분이 번 여러분의 돈  . 지금 환급신청하세요! 

이 정보를 다른 포맷으로 신청하려면 240-777-1697로 전화하거나 VITA@montgomerycountymd.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www.wpl.ca/?attachment_id=7235&ei=lF7CVKONDNCwsATN14IQ&psig=AFQjCNHovugFn9v_nEBnVA_ysJSIHol5Xw&ust=1422
https://www.irs.gov/refunds
http://taxes.marylandtaxes.com/
http://taxes.marylandtaxes.com/Individual_Taxes/Individual_Tax_Types/Income_Tax/Refund_Information/default.shtml
http://taxes.marylandtaxes.com/Individual_Taxes/Individual_Tax_Types/Income_Tax/Refund_Information/default.shtml
http://taxes.marylandtaxes.com/Individual_Taxes/Individual_Tax_Types/Income_Tax/Refund_Information/default.shtml
http://taxes.marylandtaxes.com/Individual_Taxes/Individual_Tax_Types/Income_Tax/Refund_Information/default.shtml
http://freefile.irs.gov/
https://www.militaryonesource.mil/financial-legal/tax-services
mailto:VITA@montgomerycountymd.gov로%20이메일을%20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