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보호소
납세자 권리 보호소는 (Office of the Taxpayer
Rights Advocate) 뉴욕 주 세무 및 재무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동 보호소는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독립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세금 문제로 해결이 힘드신 분 또는

• 세금 문제로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그 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 www.tax.ny.gov/tra 를 방문하여 주시거나
• (518) 530-HELP(4357)번으로 전화를걸어주
십시오.

일반 정보
온라인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화
부서 담당자와 상의하시려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 판매세와 사용세
(518) 485-2889

• 소득세
(518) 457-5181

• 법인세
(518) 485-6027

• 원천세
(518) 485-6654

 속도로 사용세(Highway use tax, HUT) &
•고
국제 유류세 협정(International Fuel Tax
Agreement, IFTA)
(518) 457-5735

• 잡세 & 기타 세금
(518) 457-5735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저희 웹사이트를 사용하시면
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를 가장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www.tax.ny.gov

(518) 457-5149번으로 상담 전화를 거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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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의 세무

처리를 위한
간편한 옵션

양식과 지침 받기

세금 납부 방법

세금 완납

온라인
세무과의 양식과 지침 대부분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 저희 웹사이트로 이동하셔서 Make a
Payment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려면 온라인
서비스 계정이 필요합니다. 계정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납부는 신용카드로 할 수도 있고 귀하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세 완납

전화
(518) 457-5431번으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전화
• (518) 457-5434번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신고서 제출
대부분의 신고서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세금 고지서 또는 납세 고지서의 처리
온라인
• 저희 웹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온라인 서비
(Online Services) 스에 로그인하신 뒤
“Respond to a Department Notice”
(세무과 고지서의 처리)를 클릭합니다.
• 세금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시려면
온라인 서비스 계정이 필요합니다. 계정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화
• 기업 (518) 485-0384번으로 문의
• 개인 (518) 485-9791번으로 문의
우편*
설명서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NYS ASSESSMENT RECEIVABLES
PO BOX 4128
BINGHAMTON NY 13902-4128

•
•

(518) 485-2639
고속도로 사용세(HUT) 완납
(518) 457-5735
기타 모든 완납
(518) 457-5434

부동산세 서비스
재산세 및 감정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518) 591-5232번으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우편*
• 미국 기금 내에서 귀하의 수표 또는 송금환을
Commissioner of Taxation and Finance.
• 세금 산정액 또는 사건 ID 번호와 납세자
식별 번호를 수표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수신:
NYS ASSESSMENT RECEIVABLES
PO BOX 4127
BINGHAMTON NY 13902-4127

분할 지급 동의
세금 채무를 완불할 수 없는 경우, 분할 지급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이용하시거나 (518) 457-5434번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판매세 징수 허가증
사업을 시작하실 예정이고 과세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집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먼저
세무과에 신고를 하시고 판매세 징수 허가증
(COA)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등록 방법:
•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Business(사업)를 클릭하신 뒤 Start/
expand/end a business(사업의 개시/확장/
폐업)를 클릭합니다.
귀하의 COA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증명서의 사본 또는 대체증명서를 받고 싶으신
경우, (518) 485-2889번으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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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운송 서비스 –
미 우체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Publication
55, 지정 개인 운송 서비스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