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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Understanding your IRS notice
What is a notice?

A notice is standardized IRS correspondence sent to a taxpayer.

국세청에서 보낸 통보 이해하기
통보란 무엇인가?
통보란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표준화된 편지입니다.

When would I receive a notice?

어떤 경우에 통보를 받게 되는가?

How to identify your notice?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들:
■ 납부 요청,
■ 지시 사항이나 정보 제공,
■ 벌금이나 부과금의 제시,
■ 정보 요청.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통보나 편지를 받은 후 세금 보고와 관련된 전화
문의를 많이 합니다.

The IRS would send you a notice to:
 Request payment,
 Give instructions or information,
 Propose penalties or assessments,
 Request information.
Many account-related calls result from the receipt of a notice or letter.
Each IRS notice can be identified by its CP number, which can be
found in the upper right hand corner of the first page of the notice.
Each notice also has a title that appears in large bold print near the
center of the first page of the notice.

CP

CP 12
CP 14
CP 49
CP 90 &
CP 297
CP 91 &
CP 298
CP 161
CP 501
CP 504
CP 523
CP 2000

Most Common Notices

Math Error - Overpayment of $1 or more
Balance Due, No Math Error
Overpaid Tax Applied to Other Taxes You Owe
Final Notice - Notice of Intent to Levy and
Notice of Your Right to a Hearing
Final Notice Before Levy on Social Security
Benefits
No Math Error, Balance Due
Reminder Notice - Balance Due
Urgent Notice - Balance Due
Notice of Default on Installment Agreement
Proposed Adjustment for Underpayment/Overpayment

What to do when you get a notice?

Don’t panic. Simply call the IRS at the number listed on the notice.
Have the notice CP number and title ready for th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to help us better serve you. Most of all,
don’t worry. We issue millions of notices to American taxpayers
every year and in virtually all cases, there is plenty of time to get
the problem corrected. Our best advice to you is to contact IRS as
soon as possible so that you don’t forget the notice and run out of
time to correct the problem. If you lose your notice, just call the
IRS at 1-800-829-1040 for help.

What to do if you agree?

Follow the written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need
additional information or assistance, contact the IRS at the phone
number listed on the notice.

What to do if you disagree?

In general, you need to contact IRS at the number provided on the
notice to explain why you disagree or follow the link for advice on
handling disagreements with the notice listed at www.irs.gov. If
that doesn’t result in your satisfaction, the Taxpayer Advocate may
be able to assist you.

Comments and Suggestions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are of great value to us and are
much appreciated. If your comment is about a particular notice
please identify it by CP number and contact us at www.irs.gov.

귀하가 받은 것이 통보인지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국세청에서 보내는 통보마다 CP 번호로 식별이 가능하며 그 번호는 통보
첫 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통보마다 첫 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굵고 큰 글씨로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CP

가장 일반적인 통보 내용

CP 12
CP 14
CP 49
CP 90 &
CP 297
CP 91 &
CP 298
CP 161
CP 501
CP 504
CP 523
CP 2000

계산 오차 – 과다 납세액 $1 이상
미납, 계산에 이상 없음
과다 납세액이 귀하가 지불해야 할 다른 세금에 적용됨
마지막 통보 – 징수할 것임을 알리는 통보 및 청문회에
대한 귀하에게 주어진 권한 통보
사회복지 보장 혜택 세금을 징수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통보
계산에 이상 없음. 미납액
상기 통보 – 미납액
긴급 통보 – 미납액
분할 납부 동의 불이행 통보
미납/과납 세액에 대한 조정 제의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저 통보에 적힌 전화번호로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고객 서비스 직원이 귀하를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통보에
적힌 표제와 CP 번호를 준비해 주십시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매년 수백만 명의 납세자에게 통보를 보내며 사실상
모든 케이스 마다 문제를 바로 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최상의 조언은 가급적 빨리 국세청에 연락하셔서 통보를 깜빡
잊고 있다가 문제를 바로 잡을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통보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1-800-829-1040 으로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내가 동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통보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에 적힌 전화번호로 국세청에 연락하십시오.

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으로 통보에 적힌 전화번호로 국세청에 연락하여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웹사이트 www.irs.gov에 있는 의견 차이
해결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링크로 가십시오. 그래도 귀하의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 조언자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의견 및 제안 사항
저희는 귀하의 의견이나 제안 사항을 존중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정한 통보에 관한 의견은 www.irs.gov로 저희에게 연락하셔서 CP
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