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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2006년 세금 보고서에 관한 중요한 내용 

2006 년 Form 1040X 의 수정 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정보원(고용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귀하가 2006년 Form 1040에 
기입한 정보와 다릅니다.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이 고지서를 검토하여 귀하가 2006년 세금 보고서에 기입한 내용과 
IRS가 다른 곳에서 받은 금액을 비교하십시오. 

다른 정보원이 보고한 정보에 동의할 경우 

 미국 개인 소득세 수정 보고서 (Form 1040X)를 가능한 신속하게 
작성하십시오. 웹사이트 www.irs.gov에서 Form 1040X 양식과 

Form 1040X에 대한 지침을 다운로드하거나, 1-800-829-

3676번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십시오. 

 

 작성한 1040X를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우송했던 주소로 
보내십시오. 세금 보고서를 전자식으로 보고했다면, 수정 보고서 
서류를 반드시 우송해야 합니다. 정확한 우편 주소는 'Form 

1040X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다른 정보원이 보고한 정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고지서에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보고서가 정확하고 저희가 다른 정보원(고용주,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필요 시 해당 
정보원에 직접 연락하여 그들의 기록을 정정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다음 단계  귀하는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정보원에게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정보원에게 기록 수정을 
요구하지도 않을 경우, 귀하의 기록에 오류가 계속 남게 되어 다음 
해에도 유사한 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뒷 면에 계속...





 

귀하의 2006 년 Form 1040 내용과 
다른 정보원의 정보 간의 차이내역 

이 섹션에서는 IRS가 다른 사람들 (귀하의 고용주, 은행, 담보보유자 
등)로부터 받은 귀하의 소득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귀하가 세금 보고서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도표를 이용하여 차이 발생 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IRS가 다른 
곳에서 받은 자료와 귀하의 세금 보고서 기입 정보를 
비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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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자 주소 계정 정보 다른 사람의 IRS 
보고액 

총 연금액 

 $9,999 Life Insurance Co. 20 Clinton 
Street 

SSN 999-99-9999 
Form 1099-R 

Hanson, 
CT 99999 
 

정보 제공자 주소 계정 정보 다른 사람의 IRS 
보고액 

과세대상 사회복지보장 혜택 

 $9,999 SSA 20 Clinton 
Street 

SSN 999-99-9999 
Form 1099-SSA 

Hanson, 
CT 99999 
 

 www.irs.gov/cp2057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다음 내용을 
인터넷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미국 개인 소득세 수정 보고서 (Form 1040X) 
– Form 1040X 에 대한 지침 

 세무 양식, 지침 또는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irs.gov를 
방문하거나 1-800-TAX-FORM (1-800-829-3676)으로 
전화하십시오. 

 이 통지서는 잘 보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