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데이터 검색 도구 상태
3 월 IRS는 ID 도둑이 도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기성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우려로 IRS
DRT (Data Retrieval Tool)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추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가 IRS DRT에
추가되었습니다.
•

6 월 2 일, IRS DRT는 전자 소득 기반의 상환 계획 요청에 사용할 수있게되었습니다. 전송 된
데이터는 IRS DRT 웹 사이트의 차용인이나 전자 소득 기반의 Repayment Plan Request에서 볼
수 없습니다.

1.

IRS DRT는 2017 년 10 월 1 일부터 2018-19 FAFSA 양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fsa.gov.

2.

IRS DRT는 2017-18 FAFSA 양식으로 돌아 가지 않습니다.

IRS DRT 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udentAid.gov/irsdrt-outage.
2016-17 및 2017-18 FAFSA® 정보에 대한 확인 변경 사항
FAFSA® 정보 확인을 위해 선택된 학생 및 가족에 대한 IRS 데이터 검색 도구 (IRS DRT)의 중단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대학에 FAFSA 정보의 일부로 사용할 수있는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검증 절차. 이러한 유연성은 즉시 시작되며 2016-17 및 2017-18 FAFSA 처리 및 확인주기에 모두
적용됩니다.
확인을 위해 선발 된 학생들을 돕는다면, 2016-17 및 2017-18 인증 요구 사항 변경Financial Aid
Professionals 웹 사이트에서 대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피드백 덕분에 FSA ID 향상
5 월 14 일, 우리는 FSA ID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개선 사항을 구현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확인 된 휴대 전화 번호로 보안 코드를 입력하여 암호를 재설정하고 사용자 이름을 검색하거나 계정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존 계정 복구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보안 코드가 이메일로 전송되도록 요청하거나 챌린지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또한 "중요 날짜"질문은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Financial Aid Toolkit 웹 사이트에서 FSA ID 개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 학생들에게 StudentAid.gov/fsaid FSA ID 정보.

여름 학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FSA ID를 만들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리소스를
사용해보십시오. FSA ID 팩트 시트 작성 및 사용 - FSA ID 란 무엇이며, FSA ID를 얻는 방법 및 사용할
수있는 위치를 설명합니다. 또한 FSA ID 사용에 대한 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학생 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