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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로서의 권리 이해하기

도입
조세형평국의 모든 담당자들은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지할 책임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교류 활동을 할 때마다 그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드릴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규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사무소에 연락해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동 사무소는 납세자 불만 및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동 사무소는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하며 본 기관의
다른 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David J. Gau, 국장
조세형평국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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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본 간행물에서 논의되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사업세 와
재산세
본 간행물이 담고 있는 정보는 주로 판매사용세, 연료세, 담배 및 주류세와
같이 조세형평국(BOE)이 관할하는 사업세에 적용됩니다. 재산세 관련
문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카운티 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세 납세자 권리장전과 재산세
납세자 권리장전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법 참조
본 간행물에서 다루는 주제가 세입과 세법(R&TC)의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여러분께 참고가 되도록 해당 조항의 번호를 포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R&TC 제 7084 조는 납세자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참조는 R&TC § 7084로 표시됩니다. BOE가 관리하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납세자 권리 법령의 요약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22와 23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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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BOE의 담당자나 사무관과 상대하는 경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이 평등하게 시행될 권리,

•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

사용된 절차 또는 방법에 대하여 통지 받을 권리,

•

세무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조사 또는 감시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R&T § 7092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담당자에 대하여 주 공무원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 리

1

받 을

•

대우를

여러분은 조세형평국 담당자들로부터 친절하고 전문적인 대우와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민 접촉 위치에 있는 모든 BOE 담당자들은
납세자 여러분과의 접촉 및 의사소통의 결과에 의해 평가됩니다[R&TC §
7088]. 여러분이 부적절하게 대우받으셨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담당자의
감독관에게 연락하십시오. 만약 그 행위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 보호(TRA)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공정한

친절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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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BOE의 담당자 또는 사무관이 BOE가 공표한 절차를 무시하여 초래된
부정적인 결과로 고통 받는 경우 여러분은 상급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TC § 7099].
BOE의 정책에 따라 소송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가문, 성별, 종교 또는
신체 장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미국장애인복지법의 조항에 따라 장애인 여러분에게 프로그램,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BOE의 정책입니다. 공적 접근 정책
및 불만 절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BOE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에서는 BOE이 여러분의 개인 및 재무적 신원 확인 정보를
비공개로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보가 대중에
대한 공개로부터 보호될 수 없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
허가증에 나타나는 정보는 공적인 정보이며 일반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BOE 직원에 의한 판단 또는 사업세국의 최종 행위로 인해
조세형평국을 대상으로 하는 항소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형평국 BOE가의
공적인 성격 때문에 대중에 대한 공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왜 조세 형평국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요청하며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요청되는 정보를 여러분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법률상 BOE가 비밀 보장의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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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조세형평국이 관할하는 여러 세금 및 수수료법을 여러분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순하고 비기술적인 언어로 된 정보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고,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금 환급과 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납세자가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들을 검토합니다[R&TC § 7085]. 이 정보는 일반
대중에게서 받은 의견과 함께 납세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R&TC § 708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판매사용세 강의
세금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환급을 제기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현장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시간 및
날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여러분의 계정을 취급하는 BOE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BOE 웹사이트 www.boe.ca.gov를 확인해 주십시오.
온라인 지침을 보고 판매사용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페어 또는 세미나

3

권 리

연방과 주 그리고 지역 정부 기관들은 팀을 이루어 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1일 무료 세무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이 기관들은 기업
소유주들을 위한 사업 및 세무 정보에 대한 자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주 전체에 걸쳐 연 1회 열립니다. 또한 웹사이트 동영상이나 중소기업
페어 또는 세미나에서 제공된 파워 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받 을

저희는 또한 청력이 약한 분들과 영어 이외의 언어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통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비밀을

정보 안내 및 지원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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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정보 안내반
조세 형평국의 무료 납세자 정보 안내반에 전화하시면 간행물 및 양식과
일반적인 세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정보 안내반에
연락하시려면, 800-400- 7115로 전화해 주십시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5시 (태평양 표준시)
까지 근무합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팩스 백 서비스” 를 이용하거나
간행물을 요청하는 녹음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저희는 웹사이트 www.boe.ca.gov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저희 간행물의 범위는 BOE의 세금 및 수수료법의 원문에서부터 하도급업자
및 실내 장식업체와 같은 특정 업계를 위해 기획된 간행물에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한 법의 적용에 관한 글, 신규 및 개정 간행물
발표, 기타 관심글이 포함되는 분기 세무 정보 게시판(TIB)을 발간합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boe.ca.gov/news/tibcont.htm.에서 현재 및 과거 TIB 를
보실 수 있습니다. BOE 업데이트 이메일 목록에 가입하신 후 TIB의 최신호가
웹사이트에 게시됨을 알리는 통지를 받아 보십시오.
이용 가능한 간행물의 리스트에 대해서는 저희 납세자 정보 안내반에
전화하여 간행물 51, 소기업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자료의 사본을 요청하시거나, 웹사이트에서 해당 간행물 및 다른
간행물들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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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권고

여러분이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서면 권고에 의존한 경우, 잘못된
권고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벌과금 및 이자를 포함한 세금 채무 납부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R&T § 6596]. 잘못된 구두 권고를 따랐을 경우에는
구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서면으로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음
주소 중 하나로 우편을 통해 서면 권고를 요청해 주십시오:

기타 사업 세금 및 수수료:
Special Taxes and Fees Division, MIC:31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63

5

권리

서면 권고에 대한 요청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조치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한 완전한 진술과 함께 여러분의 성명, 주소 및 허가번호(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받을

판매사용세:
Audit and Information Section, mic:44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지원을

여러분은 특정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서면 권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전 감사에서 여러분에게 제공된
사업 거래에 대한 의견은 이전 감사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 단순
또는 실질 검토의 형태로 검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가 포함되는
경우, “서면 권고”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활동 또는 거래에 관련된 사실 및
조건은 이전 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이나 조건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증빙은 “BOE로부터의 서면 권고” 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례 1705
참조 채무로부터의 구제).

간행물 70-K  2011년 9월

계좌 기록 사본
여러분 및 여러분의 공인 대리인은 여러분의 계정 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분의 계정을 관리하는 BOE 사무소에서 직접 또는 www.boe.ca.gov/info/
email.html로 이메일 요청을 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소 중의
하나로 계정 기록 사본에 대하여 우편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 및 사용세:
Taxpayer Records Unit, mic:36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6
916-445‑4326
기타 사업세 또는 수수료:
Special Taxes and Fees Division, MIC:31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1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간행물 58A, 기록 검토 및 정정 방법의 사본을
주문하십시오.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들에게 청원할
권리

매년 저희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들은 Sacramento와 Culver City에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납세자들이 초청되어 자신들의 견해, 이해
관계 및 BOE이 관할하는는 프로그램 및 법과 관련된 충고를 표명합니다
[R&TC § 7085]. BOE 위원들은 여러분의 권리, 개인정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들이 세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은 BOE 위원들 및 담당자들에게 직접
표명될 수 있고, 또는 서면으로 전달되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날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는 TRA 사무소(18페이지 참조)에 연락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어떠한 이해관계, 제안이 있는 경우 또는 BOE직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BOE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BOE위원들의 사무소
및 전화번호 목록은 2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6

세무 감사 중의 권리
여러분의 사업체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여러분은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들은 세입 할당량 또는
목표에 따라 평가되지 않습니다[R&TC § 7087]. 감사 과정 중에 여러분은
감사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요청 정보에 대한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간행물 76, 감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납세자 정보 안내반 에 전화하여 사본을 요청하시거나 저희
웹사이트에서 사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는 과거 3년 간 제출된 세무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법률에
의거 세무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8년 동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제한의 포기[Waiver of
Limitation]” 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의 포기는
서명하지 않을 경우 만료가 되는 기한을 연장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연장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기간에 대한 세무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의 포기는 또한 여러분이 환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하며 그 기간에 발생한 모든 환급액으로 세무 채무를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사 또는 항소 과정 중 어느 시점에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계사, 변호사 또는 다른 대리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조정 사항에 대해서도 명쾌하고 간결한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사관의 활동 보고서, 일정 및 서술
논평을 포함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전체 서류의 사본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R&TC § 7086]. 여러분이 감사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관의 감독관과,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
감독관의 상급자와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 이어 BOE 직원은 해당 지역 수준에서 여하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후 감사 결과가 BOE
본부로 전달되어 검토되고 여러분은 “결정통지문” 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게 됩니다. 기존 세금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가
계산되며 세금이 완전 납부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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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결정 통지문에 명시된 채무에 동의하는 경우, 즉시 완납하거나 지역
BOE 사무소에 있는 징수 직원에 연락하여 납부를 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0%의 최종 결정 벌과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 즉 조세형평국이
분할 납부 계약에 대한 상호 동의를 하는 경우 10%의 최종 결정 벌과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TC § 6832]. 14페이지 분할 납부 계약 및 벌과금을
참조하십시오.
결정 통지문에서 여러분에게 환급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 BOE은 이
정보를 주 회계 감사관 사무실로 전달하여 환급 수표를 발행 합니다. 일부의
경우, 여러분의 환급금이 BOE 또는 다른 주 기관에 납부해야 할 채무
금액만큼 감산될 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항소의 권리
여러분이 결정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식적인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30일간의 청원 기간 후의 항소 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감 시한을 놓친 경우에는 세금을 전액 납부한 후, 환급
청구를 제기하여 채무 금액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더라도 항소 담당 직원은 여러분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추가적인 증거나 문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17,
항소 절차, 판매 및 사용세와 특별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정 청원이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항소(BOE-416, BOE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음)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이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진술해야 하며 여러분의 입장을 변호하는 사실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항소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서면 항소에서 “청문회” 를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원서는 “감사 및 기타 결정에 대한 청원”의 24페이지에 있는 목록 중 적합한
주소에 보내십시오. 항소 기간 중에는 모든 BOE의 통지문에 적시에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시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항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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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Section, mic:87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7
916-32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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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만약 조세형평국이 여러분의 항소를 거부하는 경우, 여러분은 법원에서
항소를 추진하기 전에 채무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BOE
는 감사와 항소 절차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는 두 권의 간행물들을
제공합니다: 간행물 17,
항소절차, 판매 및 사용세와 특별세 및 간행물 76, 감사. 이들 둘 모두
BOE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있는

여러분은 800-400-7115 에 전화하여 항소 상황 및 그날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소분과로
안내됩니다.

수

다음 단계는 항소분과 소속 대리인과의 항소 회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편리한 BOE 사무실에서 이 회의를 개최 할 권리가
있습니다 [R&TC § 7090]. 회의가 기록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받을 권리도 있고 기록의 사본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경우, 5명의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들
앞에서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항소가 1년 이내에
결정되지만 일부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항소할

공식적인 항소 절차에는 여러분의 주장에 대한 BOE의 법무직원의
독립적인 검토가 포함하는데 이 직원은 해당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조치 방안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감사관에게 다시 되돌려 보낼 수도 있고, 추가적인 문서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또는 BOE가 즉각적인 조정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 과정 중의 어느 때라도 조세형평국 위원들 앞에서의
최초 계획된 청문회 일자 이전 15일까지 논쟁이 되는 채무의 확정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TC § 7093.5].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70-K  2011년 9월

주의: 항소를 했다고 해서 이자의 발생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의
발생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채무 중 세금 부분을 납부할 것을
권유합니다. 세금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항소가
결론이 날 때 이자와 함께 상환됩니다.

항소 비용에 대하여 환급 받을 권리
항소가 조세형평국 위원들 앞에서의 청문회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BOE 직원이
취한 조치가 불합리했다면 청문회와 관련된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하여 환급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

조세형평국 위원들의 결정이 최종심이 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여러분은
발생된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

5명의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들이 BOE 직원이 취한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R&TC § 7091].

환급 청구는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Chief Counsel, mic:83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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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국이 수행하는 모든 징수 조치 과정에서, 여러분은 BOE
담당자로부터 친절하고 전문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수수료를 보고하고 지불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가집니다. 세금/수수료가 적시에 납부되지 않으면,
조세형평국은 법에 의거 그 채무를 징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분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제기 또는 급여, 은행 계좌 또는 기타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설정과 같은 징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간행물 54, 세금 징수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사본을 다운로드 받거나 납세자 정보
안내반에 전화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OE가 연락을 취하면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여러분이 대응
하지 않으면 징수 조치를 취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최종 주소로 통지문을 보내기 때문에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정에 대한 소유권에 있어서의 모든 변경사항을 BOE에
통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체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사업체의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납세 채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BOE에 “납세 증명” 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 증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은 매수 가격의 한도 내에서 세금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상황은 납세자가
BOE에 사업체를 매도하거나 매수하였음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 또는
공동경영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체와 결별한 후 BOE에
통지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법인세 납부 책임이 있는 법인 임원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만약 기업이 청산, 해산, 방치되는 경우 또는 기업의 지위가 소멸되는
경우 해당 세금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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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사전 통보, 무료 해제, 기록 수수료)
조세 담보권은 여러분의 재산 및 재산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를 압류하는 채무에
대한 공적인 통지입니다. 조세 담보권이 제기되면, 이것은 공적 기록의 문제가
되며 여러분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면
저희는 담보권 해제를 발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며, 그 내용을 카운티 기록관과
함께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채무 납부를 위해 담보권 제기 30일 이전에 조세형평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TC § 7097]. 일반적으로 그 통지는 최종
납세 채무에 대하여 저희가 보내는 최초 청구서에 포함됩니다. 처벌 결정문
(즉각적인 지불이 요구되는 세금 계산서)은 본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됩니다.
저희가 담보권을 실수로 제기하는 경우에, 여러분은 “무료” 해제 권리가 있습니다.
무료 해제는 여러분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기록된 담보권을 해제하는 것이며
담보권이 실수로 기록되었다는 확인서를 포함합니다. 저희는 또한 해당 담보권이
실수로 제기된 해당 카운티 소재 신용 보고 회사들에게 해명서를 제공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조BOE은 담보권을 해제 또는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납세
채무의 징수를 촉진하거나 주 및 납세자의 최고 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보권을 해제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R&TC § 7097].

압류
압류는 채무를 충당하기 위해 재산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재산
(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및 채권)을 압류할 권한이 있습니다. 추정 압류 비용과
그 재산의 매각이 압류의 원인이 된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양가족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R&TC § 7094].
조세형평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압류된 재산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압류가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

납세자가 분할 납부 계약에 들어가서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계약이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또는,

•

재산의 반환이 세금 채무의 징수를 촉진시키거나 주와 납세자의
최고 이익이 되는 경우[R&TC § 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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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국이 실수로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 여러분은 이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발생한 모든 은행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제3자
체크 비용 수수료의 환급에 대하여 조세형평국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R&TC § 7096]. 압류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역 BOE 사무실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BOE는 청구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합니다.
BOE로부터의 통지문에 대해 여러분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잘못된 압류가 초래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허가 또는 면허의 철회

중 의

납세 기일이 지난 세금이 있거나 세금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적절한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세형평국에서 여러분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보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이 조치를
취하기 60일전에 통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TC § 7098]. 이 법안에서
여러분의 계정을 정리할 기회를 허용합니다. 취소 또는 보류된 허가
또는 면허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법적 기소 및 금전상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R&TC § 6071 과 7153].

징수과정

여러분의 급여에 대한 압류(채권 압류 통고)는 자동적으로 순 급여
금액의 25% 가 됩니다. 여러분은 압류가 과다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BOE
사무실에서 직원과 함께 청문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해당 압류금액을 낮추어야 한다는 여러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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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계약
BOE는 여러분들이 체납 세금, 이자 및 벌과금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면 납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동의에 의해 여러분과 BOE는는 그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R&TC § 6832 (a)].
여러분이 세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BOE로부터 청구서를 받을 때 세금 또는
수수료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또는 자산이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차입을 해야 합니다.
대출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형평국 담당자가 여러분이 납부할 수
있도록 다른 협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세형평국 담당자는
납부 계획에 동의하기 전에 재무제표와 대출 거절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또한 목재생산세와 사설 철도차량세에도 적용됩니다.

주의: 분할 납부 계약의 수용은 세금 담보권의 제기를 중단 또는 중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계약 조항 중에 담보권 제기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계약을 준수하는 한 협약이 동의된 후에는 담보권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이 BOE의 정책입니다. 이 점을 지역 BOE 사무실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벌과금
벌과금이 발생하게 된 합리적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벌과금을 경감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여러분이
위증시 처벌을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R&TC § 6592]. 벌과금 구제
요청은 “벌과금 또는 이자 구제 요청”의 25페이지에 있는 목록에서 적합한
주소로 보내십시오.
만약 특정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BOE는 만족스럽게 분할 납부 계약을
이행한 납세자가 요청 BOE 채무에 대한 최종 결정 벌과금을 경감시켜줍니다.
최종 결정 벌과금이란 청구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은 세금 부분에 대한
10%의 벌과금입니다. 경감을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채무에 사기벌과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납세자가 분할 납부 계약을 제안하거나 요청해야
하며, 계약이 결정문 통지 또는 재결정 후 45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R&TC § 6832]. 납부 계획은 약속된 대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납부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야 비로소 최종 결정 벌과금의 경감에 대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간행물 75, 이자 및 벌과금 납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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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이자는 납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만 계산되며, 세금이 원래 지불되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산정됩니다. 이자는 채무 중 세금 부분이 납부될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이자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자가 경감될 수 있는 특정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조세형평국의 부정확한 서면 권고에 의존한 경우[R&T § 6596] 또는
화재, 홍수 또는 지진과 같은 재난[R&TC § 6593] 으로 인해 납부가 늦어진
경우등의 이자 경감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1999년 7월 1일 또는 그 후에 시작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납세 채무에
대하여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못한 이유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BOE가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BOE 담당자의 비합리적인 실수 또는 지연,

•

차량 또는 선박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사용세 계산에 있어서
차량관리국에 의한 실수의 직접적인 결과[R&TC § 6593.5].

만약 조세형평국이 납세자에 대하여 잘못된 환급을 교부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환에 대한 이자는 조세형평국이 상환에 대한
결정통지문을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30일 동안 면제됩니다
[R&TC § 6964].
이자 구제 요청은 “벌과금 또는 이자 구제 요청”의 25페이지에 있는
목록에서 적합한 주소로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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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귀하의 벌과금 구제 요청이 기각되면, 귀하의 요청을 기각한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각 통지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제 요청에 대한 새로운 근거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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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조정
다음의 경우 세금 조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세금 또는 수수료 채무가 폐쇄된 계정에 있는 경우,
• 채무를 발생시킨 사업체와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경우,
•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 적절한 시간 내에 여러분이 내야 할 총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BOE는 또한 다음에 대한
감면신청을 고려합니다: 1) 환급세액을 징수하지 않은 사업 활동 중인 업체,
2) 이전 기업으로부터 세무 채무를 계승한 업체의 계승자, 3) 판매자 허가증이
필요 없지만 사용세 채무가 발생하는 소비자. 일반적으로, 감면신청반 직원은
보통 5~7년인 합리적인 기간에 귀하로부터 BOE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금액을 나타내는 제안을 발견할 경우 귀하의 요청 승인을 권장합니다.
귀하의 채무를 변제할 자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수락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6, 감면 신청을 참조하십시오.

처벌 결정 청문회에 대한 권리
여러분은 세금의 즉각적인 납부를 위한 청구서인 처벌결정문과 관련된 행정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행물
17, 항소 절차, 판매사용세 및 특별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청문회 중 처벌 결정문이 채무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결정이 과도하고
또는 지연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처벌결정이 재산의 압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BOE에 의해 압수된
재산의 매각이 여러분에게 치유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BOE 항소분과 대변인 앞에서의 행정 청문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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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요청할 권리
환급 청구 제기는 “환급 청구” 24 페이지에 있는 목록에서 적합한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적시 요건을 충족하려면, 해당 청구는
과다 납부액에 대한 세무 보고 만기 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과다
납부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날 안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결정에 대한 과다
납부의 경우, 청구는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과다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 늦은 날 안에 제기되어야 합니다[R&TC § 6902]. 어떠한
세금, 벌과금 또는 압류, 담보권 또는 기타 강제 절차에 의해 BOE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징수된 이자의 환급은 환급에 대한 청구가 과다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는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R&TC §
6902.3].
세금을 여러 번 납부한 경우에는 각각의 납부에 대하여 적절한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단 세금이 완전히 납부된 경우의 청구는 전체 금액에
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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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했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BOE-101, 환급 또는 환불 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요청되지 않는 경우에 법률에 의거 모든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적시에 제기되어야 하고 청구에 대한 기초 사실을
진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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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
정규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의견 차이가 있거나 조세형평국이
관할하거나 감독하는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권리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다음의 연락처에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 mic:70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전화: 916-324-2798
전화: 888-324-2798
Email: www.boe.ca.gov/info/emailtra.htm
다음과 같은 경우에 또한 BOE웹사이트에 있는 TRA 사무소 (여러분의 권리 –
납세자 권리보호 사무소를 클릭)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TRA 사무소에 연락,
• 향후 납세자 권리장전 청문회에 대한 내용 열람,
• 납세자 권리 보호 사무소의 연례 보고서의 열람이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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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점

사업세 납세자 권리장전과 재산세 납세자 권리장전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세자 청구에 대한 해결방안에 있습니다. BOE는 사업세
(판매사용세, 특별세 및 수수료)를 평가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은 기능들과 이 기능들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TRA 사무소는 국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사업세 및
재산세 계열 프로그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BOE의 사업세 프로그램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TRA 사무소에
접수되는 경우, TRA 사무소 납세자의 문제와 관련된 모든 BOE
문서와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TRA 사무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납세자와 BOE 직원 사이의 연락기관으로써
기능합니다. 만약 TRA 사무소 BOE 직원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아 상황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국장이 직접 해결합니다.
그러나 재산세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지역에서 선출된 사무관이 58개 카운티에 있는 각각의 평가 사무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TRA 사무소 카운티 평가관, 세무서원 및
감사-회계 감사관(이들 중 대부분은 선출 사무관들임)에 더하여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직원들과 협력합니다.
TRA 사무소 협력을 구하고 납세자가 법 아래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확신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역 사무소의 결정을 뒤집을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를 시정할 절차 또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변경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TRA 사무소 특정 정책, 절차
및 입법적 변경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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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가 재산세
카운티 정부 서비스 및 제품
카운티 직원/기록관은 기록을 유지합니다: 출생 확인증, 사망 확인증, 결혼
확인증, 법적 문서(예, 법원 명령, 증서, 문서 등), 공적 담보권 및 상호명.
카운티 과세액 사정인은 재산을 평가합니다: 토지, 건물, 보완 평가, 상업용
부착물, 사업 자산, 항공기 및 선박, 점유권, 광업, 석유 및 가스 자산.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지역 조세형평국으로써 평가에 대한 항소를 접수하고,
평가를 평등하게 하며, 환급을 승인합니다. 감독위원회는 평가 항소 위원회와
청문회 사무관을 지명하여 평가 항소를 듣고 가치 결정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카운티 출납관-세금 징수원은 담보 및 무담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환급을 발부하고, 담보권을 생성합니다.
카운티 감사-감사관은 세율을 유지하며, 수정 및 취소를 하고, 카운티, 수도국,
시공채, 조명및조경국, 특별지방채권(Mello-Roos bond) 및 특별평가국에 대한
환급을 발부합니다.
이들 지역 사무소들은 캘리포니아 헌법, 캘리포니아 정부법, R&TC에 의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들 사무소들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의 정부 페이지
“카운티” 항목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TRA 사무소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무실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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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법령 (세입과세법조항)
설명

판매
사용세
7080-7099

긴급전화
자동차
에너지자원 사용자
연료
연료
할증료
주류세
연초세
할증료
사용세
면허세
8260-8277 9260-9277 30458-30459.7 32460-32476 40200-40216 41160-41176

유해
물질세
43511-43527

행정

7082

8260

9260

30458

32460

40200

41160

43511

납세자의 권리 보호

7083

8261

9261

30458.1

32461

40201

41161

43512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

7084

8262

9262

30458.2

32462

40202

41162

43513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서면으로 청원
납세자 실수 분야

7085

연례 청문회

7085

8263

9263

30458.3

32463

40203

41163

43514

단순/명쾌한 언어로 된 진술

7086

8264

9264

30458.4

32464

40204

41164

43515

할당/목표 금지

7087

8265

9265

30458.5

32465

40205

41165

43516

직원의 공적 접촉 평가

7088

8266

9266

30458.6

32466

40206

41166

43517

청원 및 환급의 적시 해결

7089

8267

9267

30458.7

32467

40207

41167

43518

청문회 절차/장소

7090

8268

9268

30458.8

32468

40208

41168

43519

청문회 비용의 상환

7091

8269

9269

30458.9

32469

40209

41169

43520

세금과 관련이 없는 조사 금지

7092

8270

9270

30459

32470

40210

41170

43521

분쟁 채무의 해결

7093.5

해당 없음

9271

30459.1

32471

40211

41171

43522

세금 조정

7093.6

해당 없음

927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압류 해제

7094

8272

9272

30459.2

32472

40212

41172

43523

7094.1

해당 없음

9272.1

30459.2a

32472.1

40212.5

41172.5

43523.5

압류 면제

7095

8273

9273

30459.3

32473

40213

41173

43524

은행 비용의 상환

7096

해당 없음

9274

30459.4

32474

40214

41174

43525

담보권 제기 사전 통지

7097

해당 없음

9275

30459.4

32475

40215

41175

43526

지불 정지 사전 통지

7098

8276

9276

30459.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절차 무시 직원 교정

7099

8277

9277

30459.7

32476

40216

41176

43527

압류된 재산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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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폐기물
관리
수수료
45856-45872

기름 유출
대응, 방지
및 등록
수수료

지하저장탱
크유지료

수수료
징수 절차
50156-50156.16

55321-55337

46611-46627

디젤연료세
60621-60636

재산세
5900-5911

5902

사설철도차
목재생산세
량세

개인 수입,
저축
및 법인세

11200-11702

38101-38908

11651

38701

21003

21001-21027

45856

46611

50156

55321

60621

45857

46612

50156.1

55322

5903
5904 (a) & (b)
60622		
5911 (b)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1000

45858

46613

50156.2

55323

5905
60623		
590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408

해당 없음

2101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906 (a)(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908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859

46614

50156.3

55324

60624

5906 (d)

5906 (d)

5906 (d)

21006

45860

46615

50156.4

55325

60625

5906 (b)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861

46616

50156.5

55326

60626

590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862

46617

50156.6

55327

60627

590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863

46618

50156.7

55328

5904 (a)(2)
60628		
5911 (a)

해당 없음

38614

해당 없음

45864

46619

50156.8

55329

60629

11338
5906 (b)(3)		 해당 없음
11339

해당 없음

45865

46620

50156.9

55330

6063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8708

해당 없음

45866

46621

50156.10

55331

6063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867

46622

50156.11

55332

60636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868

46623

50156.12

55333

6063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868.5

46623.5

50156.17

해당 없음

11254

38505

해당 없음

45869

46624

50156.13

55334

60633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870

46625

50156.14

5533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871

46626

50156.15

55336

60633.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063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872

46627

50156.16

55337

6063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0632.1
55333.5		
6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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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환급 요청, 벌과금 또는 이자 구제
요청을 위한 우편주소

BOE 직원이 귀하의 청원, 청구 또는 구제요청 발송을 안내하지
않으면, 작성하신 양식을 관련된 세금이나 수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아래 목록의 사무소 중 하나에 보낼 수 있습니다.
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

주소

감사 및 기타 결정에 대한 청원
판매 및 사용세
(차량, 선박 또는 비행기에 대한 사용세 제외)

Petitions Section, MIC:38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8

차량, 선박 또는 비행기에 대한 사용세

Consumer Use Tax Section, MIC:37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환경 수수료, 물품세, 자동차 연료세 (국제 연료세
협정 및 주 대 주 사용자 디젤 연료세 제외)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국제 연료세 협정, 주 대 주 사용자 디젤 연료세

Motor Carrier Office, MIC:65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65

목재 산출세

Timber Tax Section, MIC:60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60

환급 청구
판매 및 사용세

Audit Determination and Refund Section,
MIC:39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9

환경 수수료, 물품세, 자동차 연료세 (국제 연료세
협정 및 주 대 주 사용자 디젤 연료세 제외)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국제 연료세 협정, 주 대 주 사용자 디젤 연료세

Motor Carrier Office, MIC:65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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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또는 수수료 프로그램

주소

목재 산출세

Timber Tax Section, MIC:60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60

벌과금 또는 이자 구제 요청
판매 및 사용세
(차량, 선박 또는 비행기에 대한 사용세 제외)

Petitions Section, MIC:38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8

차량, 선박 또는 비행기에 대한 사용세

Consumer Use Tax Section, MIC:37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7

환경 수수료, 물품세, 자동차 연료세 (국제 연료세
협정 및 주 대 주 사용자 디젤 연료세 제외)

Appeals and Data Analysis Branch, MIC:33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33

국제 연료세 협정, 주 대 주 사용자 디젤 연료세

Motor Carrier Office, MIC:65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65

목재 산출세

Timber Tax Section, MIC:60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60

다

른 세무 관청으로부터 지원 받기

BOE가 관리하지 않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기관의 TRA 사무소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개발국(EDD)
사업세국 (FTB)
국세청(IRS)
전체 연락처 정보를 보시려면 BOE 간행물 145, 캘리포니아 납세자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캘리포니아 세무정보 센터 www.taxes.
ca.gov 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연락처 – 여러분의 권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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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로서의 권리 이해하기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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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 간행물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지 영문판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문판과 본 번역판 사이에
일치하 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