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 고지서(NOPV)란?
이 연례 고지서는 2018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하는 귀하의 자산 시장가 및 평가 금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평가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뉴욕주 법에 따라 수립됩니다. NOPV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며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통지서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2018년 7월 재산세는 이 값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가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취할 조치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이 고지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yc.gov/finance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 웹 사이트에도 뉴욕시의 등급 1과
등급 2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부동산 세금 안내가 있습니다.
고지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야 할 일

세무 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
평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뉴욕 시 재무부(NYC Department of Finance, DOF)와는 별개인 독립
기관인 뉴욕 시 세무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 위원회는 귀하가 기간 내 이의제기하는
경우, 재산 평가 금액을 축소하거나 과세 등급을 변경하고 면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금액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yc.gov/html/taxcomm을 방문해 주십시오. 해당 평가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아래 날짜까지 귀하의 신청서가 세무 위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세무 등급 1:
2018년 3월 15일
세무 등급 2, 3, 4: 2018년 3월 1일

재무부 심사 요청
귀하의 NOPV에 나온 시장가나 평방피트와 같은 상세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재무부에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은 등급 1 자산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15일이며, 기타 세금 등급의 경우에는 2018년 4월 2일입니다. nyc.gov/finance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하기를 원할 경우 311로 전화해 주십시오. 재무부에 심사를 요청해도 세무 위원회에 대한 상기의
이의제기 기한을 연장할 수 없고 세무 위원회에 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연락처
뉴욕시 재무부
온라인:
이메일:
전화:
우편:

nyc.gov/finance

nyc.gov/dofcorrespondence

연락처는 311로 전화(NYC 외부 또는
Relay Service는 212-639-9675로 전화)

NYC Department of Finance
Correspondence Unit
1 Centre Street, 22nd Floor
New York, NY 10007

뉴욕시 국세심사위원회
온라인:
이메일:
전화:
우편:

nyc.gov/html/taxcomm

tcinfo@oata.nyc.gov

연락처는 311로 전화(NYC 외부 또는
Relay Service는 212-639-9675로 전화)
NYC Tax Commission
1 Centre Street, Room 2400
New York, NY 10007

(서신 전용.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뒷면에 열거된
워크샵 중 하나에 참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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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V 공개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이 페이지 뒷면의 내용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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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V 공개 워크샵

참석하여 부동산 가치 고지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2018년 2월, 뉴욕 시 재무부는 5개 보로에서 NOPV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워크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부 담당자와 부동산에 대해 1:1 상담
l
l

부동산의 평가 금액에 이의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부동산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예: 건물의 가구 수 또는 제곱피트 면적)

l

세금 면제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

l

이 행사의 날짜 및 장소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nyc.gov/finance를 방문하거나 311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NOPV를 이벤트에 지참하십시오.

오전 세션(오전 10시~낮 12시)
2018년 2월 1일

Manhattan – David N. Dinkins Municipal Building
1 Centre Street, Mezzanine North

2018년 2월 7일

Bronx – Bronx Borough President’s Office
851 Grand Concourse, Rotunda

2018년 2월 6일

2018년 2월 8일

2018년 2월 13일

Staten Island – Staten Island Borough Hall
10 Richmond Terrace, Room 125

Queens – Queens Borough Hall
120-55 Queens Blvd, 2nd Floor, Room 213
Brooklyn – Brooklyn Borough Hall
209 Joralemon Street

오후 세션(오후 6시~오후 8시)
2018년 2월 1일

Manhattan – David N. Dinkins Municipal Building
1 Centre Street, Mezzanine North

2018년 2월 15일

Queens – Queens Borough Hall
120-55 Queens Blvd, 2nd Floor, Room 213

2018년 2월 26일

Bronx – DOF Bronx Business Center
3030 Third Avenue, 2nd Floor

2018년 2월 21일

2018년 2월 27일

Brooklyn – Brooklyn Borough Hall
209 Joralemon Street

Staten Island – Staten Island Borough Hall
10 Richmond Terrace, Room 125

추가적인 날짜 및 장소에 대한 내용은 재무부 웹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재무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할 때 장애로 인해 편의시설이
필요한 경우, nyc.gov/contactdofeeo를 방문하시거나 311번으로 전화하여 장애인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2 / 2페이지

NOPV Insert 2018 Rev. 01.03.2018 –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