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artment of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Kansas City, MO 64999-0010 

통보번호 CP22A 
통보일자 2009 년 3 월 2 일 
사회보장 번호 999-99-9999 

  귀하의 수표 또는 소액환을 미국 재무성 (U. S. Treasury) 앞으로 발행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지불 수단 및 모든 통신문에 귀하의 사회보장번호 (999-99-999), 세무연도  

(2009) 및 양식 번호 (1040)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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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2004년 1040 양식에 대한 변경사항

납부해야 할 세액: $24.60 
 

세액계산 요약 

납부해야 할 세액 $1,076.63
감소한 세액 – 963.00
감소한 이자 금액 – 89.03

IRS 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의하여 
귀하의 2004 년 1040 양식에서 다음 항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납세자 구분을 세대주로 정정  
 총 면제 금액 

이에 따라 귀하는 $24.60 를 납부해야 
합니다. 

2009 년 3 월 23 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24.60

   

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IRS의 변경 사항에 동의할 경우 
 추가 벌금 및 이자 가산금의 부과를 피하시려면 2009년 3월 
23일까지 $24.60를 납부해 주십시오. 

2009년 3월 23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24.60 

James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 CT 00000-7253 

뒷 면에 계속…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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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계속 IRS 의 변경 사항에 동의할 경우—계속 
  납부 세액을 완납할 수 없는 경우, 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을 

지금 납부하시고, 남은 금액은 추후에 귀하에게 완불을 

허용하는 지불협의를 하십시오. www.irs.gov에서 “세금납부 

선택 (tax payment options)”을 검색하면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계약—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 이체 
– 급여로부터 자동 이체 
– 신용카드 납부 
또 귀하의 선택을 논의하고자 하시면 IRS 1-800-829-0922 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변경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귀하의 계정을 검토하고자 하시면 1-800-829-0922로 

전화하십시오. 우편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정보 

부분을 작성한 후 분리하여 관련 통신문 또는 문서와 같이 

송부하여 주십시오. 

 귀하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귀하가 본 통지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근 14 일 이내에 귀하의 잔여 세금을 전액 납부했거나, 납부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무시하십시오. 

  

귀하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09년 3월 23일까지 $24.60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 

가산금이 늘어나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 

James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 CT 0000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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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1-800-829-0922 로 전화하거나 
www.irs.gov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통신문을 첨부하였으면 이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모든 
통신문에는 귀하의 사회보장번호 (999-99-999), 세무연도 (2009), 및 
양식 번호 (1040)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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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www.irs.gov/cp22a 를 방문하십시오. 
 세무양식, 작성요령 및 간행물이 필요한 경우, www.irs.gov를 

방문 하거나 1-800-TAX-FORM (1-800-829-3676)로 전화해 

주십시오. 

 본 통지서는 귀하의 기록서류로 보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국세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