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LAP 가 도울수 있는 방도 
 

뉴저지주 법률 서비스의 TLAP 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대상으로 간청, 세무법원, 세금 

징수 등 IRS 관련 모든 문제에 있어 도움을 

드립니다. 

 

 TLAP 가 도울수 있는 몇가지 사례 

 

• 세금 선취권, 징세, 임금 압류 통고 

• 자녀 양육비 및 부양 가족 세금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  
• 세금환급금 거부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 

•Form 1099/1099C 

•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ITIN) 
• 면제 

• 빚 탕감 소득 

• 이혼수당/ 자녀 양육비 관련 문제 

 

 

 

 

 

 

뉴저지주 법률 서비스 소개 
 

뉴저지주 법률 서비스(LSNJ)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저지주 전역의 

비영리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가 있고 

저소득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뉴저지주 무료 법률 전화 

상담 LSNJ-LAW™으로 연락 주십시오. 

 

 

 

 

 

 
 

상담시간 안내: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오후 5:30 

 

 

 

 

 

 

 

 

 

 

 

 

 

 

 

 

세금 법률 보조 프로그램 
Tax Legal Assistance Program (TLAP) 

 

 

 

 

뉴저지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문제 관련 법정 대리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 법률 보조 프로젝트 

(TLAP) 소개 
대리 
TLAP 는 세금 관련 문제와 민사 분쟁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뉴저지주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IRS)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자서 문제를 처리하기 

힘드신 경우, TLAP 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TLAP 는 세금 관련 법률 조언을 해드리며, 

본인을 대신하여 IRS 와 협상, 또한 세무 

법원에서의 법정 대리를 해 드립니다. 

교육 
TLAP 는 세미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간행물, 

그리고 홈페이지 www.lsnjlaw.org 를 통해 

중요한 세금 문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LAP 에서 도움을  

드릴수 있는 부문 
 

IRS 로부터 편지를 받으셨나요? 

TLAP 는 본인을 대신하여 IRS 와 

연락·협의하여 드립니다. 

배우자의 빚 청산을 위해 본인의 세금 

환급금이 보류 되었나요? 

TLAP 측에서 소송을 하여 본인 몫의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근로소득세공제 신청액이 보류 되었나요? 

본인을 대신하여 IRS 와 연락·협의하여, 

근로소득세액 공제에 있어서의 권리를 

보장해 드립니다. 

IRS 측에서 본인의 임금 압류와 은행 계정 

압류로 협박을 해왔나요? 

납부 방법에 관하여 IRS 와 협의해 드립니다. 

가령, 할부 협약이나 기타 절충안에 관한 

논의. 

IRS 로부터 세금 징수 부족분이 있으며 

90 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TLAP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방법 
TLAP 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뉴저지주 법률 

서비스의 무료 법률 상담 전화 1-888-LSNJ-LAW 

(1-888-576-5529)로 연락하셔서 사건 항목과 

소득 기준 자격 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세금 납부 마감 시한은 상담시 모두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세 고지서, 

IRS 통보, 납세 신고서는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