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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를 열람하고 관련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회계사에게 권한 

부여하기 

E-ZRep Form TR-2000(양식 TR-2000), Tax Information Access and Transaction 

Authorization(세금 정보 열람 및 거래 승인)은 세무 전문가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고객의 기밀 세금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세금 신고, 세금 부과 및 통지와 같은 고객의 기밀 납세자 정보에 대해 조세국(Tax 

Department) 직원과 논의할 수 있는 권한;  

• 고객을 대신하여 세무 전문가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통해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  

세무 전문가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거래 

납세자는 E-ZRep Form TR-2000(양식 TR-2000)을 작성 및 서명하여, 세무 전문가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및 다른 서류 제출하기, 

• 세금 납부하기, 

• 관련 당국의 통지서에 답변하기. 

Form TR-2000.1(양식 TR-2000.1), Tax Information Access and Transaction Authorization 

Information Page(세금 정보 열람 및 거래 승인 정보 페이지)는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에게 

납세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목록을 보여줍니다.  

E-ZRep Form TR-2000(양식 TR-2000)을 제출하여 세금 전문가는 또한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이전에 제출한 신고서, 미지급 납세 채무, 이전 및 처리 중인 세금 열람하기; 

• 고객 메시지 센터를 통해 납세자가 조세국(Tax department)으로부터 받은 통지서 

열람하기. 

유의 사항: 납세자는 세무 전문가의 접근권을 특정 세금 신고 기간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에게 납세자를 대신하여 판매세 거래를 수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해당 

세무 전문가는 모든 신고 기간에 대한 납세자의 판매세 정보에 대해 열람권을 갖게 됩니다. 

세무 전문가를 위한 내용: 세무 전문가용 계정 개설 및 이용 방법 

이미 개설된 계정이 없는 경우 세무 전문가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개설하십시오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세무 전문가 계정 개설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고객에게 E-ZRep Form TR-2000(양식 TR-2000)을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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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식 사본을 승인 기간에 추가 3년을 더한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요청 시 

조세국(Tax Department)에 본 사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양식을 조세국(Tax Department)에 우편으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 전문가 계정에 새로운 고객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십시오. 

1. Client Summary(고객 요약서)에서 Add Client(고객 추가하기)를 선택하십시오.  

2. Client Type(고객 유형) 페이지에서 고객의 납세자 ID 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자 

유형(사업체, 개인 또는 수탁자)을 선택하십시오. 

3. Client Information(고객 정보) 페이지에서 고객을 인증할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이전에 제출한 뉴욕주 세금 신고서 정보, 

o 고객의 뉴욕주 세금 청구서에 있는 세금 부과 ID 번호, 

o 고객이 조세국(Tax Department)으로부터 받은 서신에 있는 5자리 PIN, 

o 고객이 뉴욕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4. E-ZRep 승인 페이지에서 고객이 작성하고 서명한 E-ZRep Form TR-2000(양식 TR-

2000)을 이용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접근하도록 승인된 서비스를 선택하십시오. 고객이 

승인한 서비스에 대해 즉각적인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고객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려면 Client Summary(고객 요약서)에 표시된 고객 목록에서 

해당 고객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