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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I-19로 인해 적시에 지불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답 네  4월 11일을 시작으로 재산세가 하루라도 연체되면, COVID-19에 관련된 이유로 

정시에 지불할 수 없는 납세자는 저희의 웹사이트에서 추징금취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처리할 특수팀을 만들었습니다. 
 

2. 4월 10일 마감일까지 지불할 수 없다면 지금 한 부분이라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답 부분으로 지불 받습니다.  재산세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권장합니다.  

특히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시민이 의존하는 주요 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공하도록 

유지하는데  이런 세입이 도움을 줍니다.  추가로 잔여금액에 대하여 웹사이트에서 

추징금취소를 요구신청할 수 있습니다. 
 
3. COVID-19에 관련된 추징금취소를 요구하는 기준의 자격요소는 무엇입니까? 

 
답 주법은 납세자의 불가항력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세를 적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절해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당면한 특수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 당 각 요구를 검토할 것 입니다. 
 
4. COVID-19에 관련하여 추징금 취소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답: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셔추징금 취소요구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완결합니다. 지금 지원문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귀하의 

요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되면 전자우편으로 안내사항을 제공할 것 

입니다.   
 

5. COVID-19 관련 추징금취소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답: 추징금취소에 대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제출하면 온라인서류는 기록으로 

유지하실 수 있는 확인번호와 함께 확인페이지가 나옵니다.   또한, 귀하의 요청 

시 제공한 전자우편주소로 확인 번호를 받게 됩니다. 
 

6. COVID-19에 관련된 추징금취소에 관한 제 요구가 진행되는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https://ttc.lacounty.gov/penalty-cancellation-reque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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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전형적으로 45-60일 이내에 추징금취소절차가 걸리지만 진행되는 공공 

건강응급상황으로 인해 절차적 지연이 예상됩니다. 
 
 

7. 세무징수원이 COVID-19관련 추징금 취소에 대한 제 요구를 진행 후 제산세를 
지불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답: 현재 공공 건강 응급상황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시간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건 당 각 납세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며 요구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드리며 

지불여부를 검토하고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근거하여 지불액에 대한 시간대를 

설정할 것 입니다. 
 
모든 지불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여기를 클릭하세요. 

 
213-974-2111로 전화하시거나 ttc.lacounty.gov웹사이트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증가된 통화량으로 긴 대기시간을 할애하셔야 하는 것과 지불내역을 알아보고 중복제산세 

청구서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유효한 자가서비스 신청서가 웹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https://ttc.lacounty.gov/pay-your-property-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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