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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를 열람하고 관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회계사에게 권한부여
E-ZRep 양식 TR-2000, Tax Information Access and Transaction Authorization(세금정보 열람 및 거래
승인)은 세무전문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
•
•

사업체 고객 또는 개인 납세자 고객에 대한 기밀세금정보를 열람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조세국 직원과 논의하고 세금신고, 세금부과 및 통지서에 대한 기밀세금정보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권한
고객을 대신하여 세무전문인 온라인 서비스 계좌를 통해 세금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
참고: 이러한 온라인 거래에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기타 문서를 제출하고 E-ZRep
Form TR-2000 양식에 승인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권한 승인을
특정 세금납부 기간으로만 한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무전문인에게 판매세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세무전문인은 모든 납부기간에 대한 판매세 정보 열람 권한을 갖게
됩니다.

세무전문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 TR-2000.1, Tax Information Access and Transaction Authorization Information Page(세금정보 열람
및 거래 승인 페이지)는 세무전문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목록을 보여줍니다.

세무전문인을 위한 내용: 계좌 개설 방법
•

•

•

•

이미 개설하지 않은 경우 세무전문인 Online Services(온라인 서비스)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Tax
Professional Account Summary demo(세무전문인 계정 요약 데모)를 사용하여 계좌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에게 E-ZRep 양식 TR-2000을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이 양식 사본을 승인
기간에 추가 3년을 더한 기간 동안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조세국에 우편으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을 회계사 본인의 계정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십시오.
o Online Services(온라인 서비스) 계정 종합 홈페이지의 클라이언트 정보 상자에 있는 Add
individual client(개인 고객 추가) 또는 Add business client(사업체 고객 추가)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o 인증절차로, 고객의 납세자 ID 및 지난 12개월간의 납세신고 정보와 같은 고객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조세국이 평가한 과세액의 정보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E-ZRep Form TR-2000를 통해 승인한 거래에 대해 온라인 접근권한을 가지려면 고객이 EZRep 상에 작성한 정보를 사용하여 Assign tax professional permissions for
clients(세무전문인에게 고객 허가 할당) 섹션을 작성하십시오. 고객이 승인한 서비스에 대해
즉각적인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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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을 위해 거래를 시작하려면, 페이지에 표시된 고객 목록에서 해당 고객이름을 선택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계좌 종합 홈페이지의 고객정보 상자에 있는 드롭다운 고객목록에서 해당 고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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