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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더 확실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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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Financial Empowerment Center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예산과 계획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1대1 전문
재정 상담과 코칭을 제공해 드립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려고 하시든, 비상시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든,
부채 탕감을 원하시든, 저희 재무 상담가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약하시려면 311번으로 전화하세요.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금융 지원 사무소(Office of Financial Empowerment, OFE)
는 뉴욕 시민들과 커뮤니티를 교육하고, 힘을 실어주며,
보호하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자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떤 재정 상태라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세금 신고 때는 더 많이.

오늘 연락주세요!

NYC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Free Tax Prep)는 중요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무료로 세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부 사이트는 일년 내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nyc.gov/taxprep을 방문하세요.

311번으로 전화하셔서 무료 세무 대행 서비스, NYC SafeStart
계좌나 Financial Empowerment Center에 대해 문의하세요.

안전하고 저렴한 상품으로 더 많이 저축하세요.
OFE는 여러 은행 및 신용조합과 협력하여 바로 여러분을
위해 설계된 상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NYC SafeStart
계좌는 초과인출 수수료가 없고, 월 수수료가 없거나 아주
저렴하며, 계좌 개설 시 요구되는 최소 예금액이 낮은
저축 계좌입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찾아보시려면
nyc.gov/dca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웹사이트 nyc.gov/dca 방문
OFE.Outreach@dca.nyc.gov로 이메일
@NYCDCA를 팔로우

뉴욕 시 소비자 보호국(DCA)은 뉴욕 시민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PLAN MORE FOR YOUR FUTURE.

DO
WITH
YOUR

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Office of Financial
Empowerment (OFE) works to educate, empower, and
protect New Yorkers and their communities so they can
improve their financial health and build assets.

NYC Financial Empowerment Centers offer free
one-on-one financial counseling and coaching to help
you manage your budget and plan for the future.
Whether you want to save for a home, plan for an
emergency, or reduce debt, our financial counselors
can help. Call 311 to schedule an appointment.

No Matter Your Financial
Situation, We’re Here to Help.

The Office of Financial
Empowerment can help.
KEEP MORE AT TAX TIME.

CONTACT US TODAY!

NYC Free Tax Prep provides free tax filing services so you
can claim valuable tax credits and avoid paying high fees.
Some sites are open year-round. Visit nyc.gov/taxprep to
learn more.

Call 311. Ask about Free Tax Preparation, NYC SafeStart
Account, or Financial Empowerment Centers.

SAVE MORE WITH SAFE AND
AFFORDABLE PRODUCTS.
OFE works with banks and credit unions to offer products
designed just for you. For example, NYC SafeStart Account
is a savings account with no overdraft fees, no to low monthly
fees, and a low opening deposit requirement. Visit nyc.gov/dca
to find a financial institution near you.

FOR MORE
INFORMATION

Visit nyc.gov/dca
Email OFE.Outreach@dca.nyc.gov
Follow us @NYCDCA

The 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protects and enhances
the daily economic lives of New Yorkers to create thriving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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