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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게 예납세 미납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귀하의 환급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매년 귀하는 급여로부터 충분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하거나
예정세금을 적시에 납부하여
세금을 예납해야 합니다. 귀하의
예정 세금이 2007 년 12 월
31 일에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대해 적시에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에게 $99.99 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요약
납부세금
원천세
미납 세금
예납세 미납 벌금
환급금

$9.000.99
999.00
–999.00
-99.99
$999.99

그 결과로 국세청은 귀하의
환급금이나 차기연도 세금
공제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계

귀하가 $99.99의 환급 수표를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국세청이 징수해야
하는 다른 세금이나 채무를 미납하지 않는 한 4-6주 이내에 이를 수령할 것입니다.

뒷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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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납세자 식별번호(999-99-9999), 과세 연도(2007) 및
양식번호(1040)를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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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국세청은 법률에 의하여 적용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적절한 예납세금 미납

내용

적절한 예납세금 미납 총액

금액

99.99

귀하가 분기 예납으로 해당 연도에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은 정확히 예납되지 않은 귀하의 세금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예납세 요건에 관한 정보는 www.irs.gov 로부터 양식 2210
또는 원천세 및 예납세(공고 505)에 대한 지침을 다운받거나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국세청 규정 제 6654 조)

벌금의 제거 또는 감액

정확한 예납세 미납에 대한 귀하의 벌금은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감액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y 전년도에 납세의무가 없었던 경우,
y 원천징수를 통하여 세금을 감액한 후 납부할 세액이 $1,000 미만인
경우,
y 당해 연도 동안에 일정한 시기별로 소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소득세 분납방법을 이용하여 귀하의 벌금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y 취소된 수표를 제시하거나 귀하가 납기에 납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밖의 서류를 제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y 2210 양식, 개인, 유산 및 신탁의 예납 세금 과소납부 또는 공고
505호, 세금 원천징수 및 예납세금에 대한 지침에 수록된 또 다른
적용 사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입증 서류와 함께 양식
2210 을 작성하여 이 통지서에 수록된 주소로 저희에게 발송하십시오.
귀하의 진술을 검토하여 국세청이 귀하의 설명을 벌금부과 감액 또는
제거를 위한 기준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정보

국세청으로부터 잘못된 권고서로 인한
벌금 제거

귀하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권고서를 바탕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국세청은 귀하가 다음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벌금을
제거합니다:
y 특정 사안에 관해 국세청에 권고서를 요청한 경우.
y 국세청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y 국세청으로부터 권고서를 수령한 경우
y 국세청 권고서에 의존하였고 해당 권고서를 바탕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권고서를 바탕으로 한 벌금 제거를
요청하려면 환불청구 및 경감 요청(양식 843)을 작성하여 귀하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국세청 센터에 제출하십시오. 양식 사본을
원하거나 국세청 센터를 찾으려면 www.irs.gov 를 방문하거나 1-800829-0922 에 전화를 주십시오.

추가 정보

y 참고 사이트: www.irs.gov/cp30.
y 세무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은 www.irs.gov를 방문하거나 1-800-TAXFORM (1-800-829-3676)로 전화를 주십시오.
y 이 통지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