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 135-KOR (9/13)

세무 대행사를 지정하기 전 
귀하의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세무 대행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세무 

대행사도 있습니다.

이 브로셔에는 세무 대행사 지정 시 

귀하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 정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 대행사에 대한 불만사항 
접수 

• 당국의 홈페이지 방문  

• (518) 530-HELP로 전화 

해당 세무 대행사가 뉴욕 시 소재인 경우 

다음의 전화번호로 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소비자부)와 

상담하십시오.

• 311 (뉴욕 시내) 또는

• (212) NEW-YORK (뉴욕 시외)

일반 세무 관련 문의사항 

• 당국의 홈페이지 방문  

• (518) 457-5181번으로 전화

www.tax.ny.gov

Consumer  
Bill of Rights  

(소비자
권리 장전)
세무 대행사 관련

Office of the Taxpayer Rights 
Advocate (납세자 권리 보 호소) 

Tax Department (세무부)의 일반적인 통로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세무부 내 독립 조직인 Office of the New 

York State Taxpayer Rights Advocate (뉴욕 

주 납세자 권리 보호소)는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뉴욕 주 납세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당국은 

귀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및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며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금 고지서 또는 세무 부채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국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납세자 권리 보호소 연락처 

• 당국의 홈페이지 방문  

• (518) 530-HELP로 전화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뉴욕 주 조세 및 재무부)



세무 대행사를 고용하기 전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총 예상 비용을 서면으로 요청

• 자격 증명 요청

• 대행사가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

• 귀하가 감사를 받는 경우 대행사가 귀하를 

대리할 수 있는지 확인

세무 대행사는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대행사는 귀하의 부양가족, 자녀 양육비 또는 

수업료 정보 등의 적합한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신고서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행사는 귀하에게 다음에 대해 서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빈 칸으로 남겨진 신고서

•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신고서 

• 허위 정보가 기재된 신고서

• 이해가 되지 않는 정보가 기재된 신고서

대행사는 뉴욕 주에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행사는 다음을 보증해서는 안 됩니다.

• 세금 환급금을 받게 됨 

• IRS 또는 New York State Tax Department 

(뉴욕 주 세무부의) 조사를 받지 않음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서명하기 전 전체 신고서 확인

• 신고서에 세무 대행사도 서명해야함

• 최종 전체 신고서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서류를 돌려받음

• 세무 대행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받음

• 신고서에 포함된 사항 확실히 이해 Pub 135-KOR (9/13)(뒷면)

Refund Anticipation Loan (RAL)  
(환급 예상 대출)이란 무엇입니까? 
RAL은 대출 기관이 이자와 수수료를 물리는 

고이율 대출이며 이로 인해 귀하의 소득세 

환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RAL 계약을 맺기 전, 세무 대행사는 다음을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대출 기관의 이름

• 세금 환급을 위해 RAL을 받지 않아도 됨

• RAL을 신청하는 경우 지불해야 할 수수료 및 

이자 

• RAL 미신청 시 받는 환급금과 수수료 및 이자 

공제 후 받는 금액

환급금보다 RAL 금액이 큰 경우에도 귀하에게 

대출금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 대행사는 RAL Disclosure Form (RAL 

공개 양식)에 반드시 서명하고 고유 식별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RAL과 관련한 모든 상담은 귀하 및 세무 

대행사의 주 사용 언어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Refund Anticipation Check (RAC) 
(환급 예상 수표)란 무엇입니까? 

RAC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지급금입니다. RAC 수수료는 신고서에 표시된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수수료에는 세금 보고 비용 및 RAC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세무 대행사와 RAC 계약을 맺기 전, 세무 

대행사는 다음을 설명하는 서면 공개 진술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세금 환급을 위해 RAC을 받지 않아도 됨

• RAC을 신청하는 경우 귀하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

세무 대행사는 RAC Disclosure Form (RAC 

공개 양식)에 반드시 서명하고 고유 식별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RAC과 관련한 모든 상담은 귀하 및 세무 

대행사의 주 사용 언어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www.tax.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