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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감정가 통지서

2019 년 5 월

세금 고지서가 아닙니다. 연 1 회
발송되는 안내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주택 보유자들께,
이 안내문은 2019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귀하의 주택에 대한 감정 가격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순 감정 가격은
귀하의 2019-2020 재산세 고지서를 토대로 한 것이며, 11 월 1 일 이전까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택의 위치

주택 보유자용 과세 안내
귀하가 이 주택을 기본 주거지로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택
보유자로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
보유자 1 인에 한해 세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면세 자격이 되지만 이
박스에 공제액이 보이지 않으면, 주택
보유자 면세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뒷면 참조).

블록 및 용지
A
B
C
D
E
F

2019-2020 FBYV(Factored Base Year Value) (제안 13)
2019-2020 진행중인 새로운 건설 (+)
2019-2020 실부동산 과세 가격
2019-2020 개인 부동산/고정세간(+)
2019-2020 면세(-)
2018-2019 순 감정 가격

귀하의 감정 가격은 아래의 이유로 인해 작년에 비해 달라졌습니다.
1.
2.
3.
4.

제안 13 에 의거하여 허용된 최대 2%의 인플레 인상. 이 해의 인플레이션 요인은 2.0%입니다.
전체 또는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
리모델링, 증축 등 신규 건축("B"는 2019 년 1 월 1 일 현재 진행중인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합니다)
경제 여건, 화재 손상 또는 기타 재난으로 인해 감소되었던 FBYV 의 전년 대비 회복

이것은 안내문이므로 어떠한 조치가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9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귀하가 보유한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위에서 보는 2019-2020 FBYV 보다 작다고 생각되면, 사정항소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19 년 7 월 2 일~9 월 16 일입니다(뒷면 참조).
이 안내문의 뒷면에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웹 사이트(www.sfassessor.org)를
참조하거나, 샌프란시스코 원스톱 311 고객 서비스 센터(3-1-1 누름, 지역번호 415 주거 지역) 또는 415-7012311(샌프란시스코 이외 지역)로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안내문의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Esta carta y formulario está disponible en español.www.sfassessor.org/forms-spanish
此信件和申報表的內容有中文版本。www.sfassessor.org/forms-chinese

Carmen Chu
사정인 기록관

Ang sulat at form na ito ay available sa Filipino. www.sfassessor.org/forms-tagalog

City Hall Office: 1 Dr. Carlton B. Goodlett Place
Room 190, San Francisco, CA 94102-4698
www.sfassessor.org | assessor@sfgov.org

안내문의 번역본 신청하기
앞으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안내문을 수령하고 싶으면, 아래의 링크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또한, 아래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해당
언어로 작성하여 당사의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Si quiere recibir notificaciones en el futuro en español, marque aquí y envíe de regreso la porción de abajo, o sometala por
internet.
 若你希望本辦公室將來郵寄中文信函給你, 請選擇此方格並將本部分撕下然後寄回本辦公室，或直接前往以下網址申請。
 Magmula ngayon, kung nais ninyong matanggap lahat ng inyong notisya sa wikang Filipino, mangyaring i-check dito at ibalik
ang ilalim na bahagi. Maaari din mag submit online.
 기타 언어: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 신청서／Solicitación por internet/ 網上申請：www.sfassessor.org/language-preference
사무실 주소/ Dirección de oficina/ 本辦公室地址：
San Francisco Assessor-Recorder’s Office, 1 Dr. Carlton B.Goodlett Place, City Hall, Rm 190, San Francisco, CA 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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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의 감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Q4.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78 년, 제안 13 은 각 주의 재산세법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에 따라
기본 연도 가격은 귀하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규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해집니다. 이 가격이 해마다 실시되는
사정 평가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출발점입니다.

순 감정 가격은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순 감정 가격에 연간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아래의
공식을 참고하십시오.

감정 가격

기본 연도 가격이 설정되고 나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최대 연 2%까지 증가되는 범위에서 해마다 조정됩니다(예:
회계연도 2019-20 의 인플레 요인은 2%임). 이 조정 가격을
“FBYV(factored base year value)”라고 합니다. 다음의 경우,
기본 연도 가격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 변경, 또는
 신규 건축 활동(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증축

x

=

세율

재산세 납부
기한

이번 회계연도의
세율은
감리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순 감정
가격에 작년 세율 1.163%를 곱하면 대략적인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 감정 가격이 $700,000 이라면 재산세는 약
$8,141 입니다.

등)
$700,000

x

0.01163

=

$8,141

일반적으로, FBYV 에서 세금 공제액을 빼면 재산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순 감정 가격이 됩니다.
이 금액 외에도, 특별 감정/수수료/선취특권이 세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Q2. 감정 가격에 최근의 구매 가격 또는 신규 건축의 상승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세금 주기에 대한 감정 가격이 변동
사항을 반영할 만큼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가 처리되고 사정 평가 업데이트도 당사에 기록되고
나면, 보충 안내문 및/또는 피난 평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안내문은 구매 이전의 가격과 구매 시점의 시장 가격 또는
신규 건축물의 시장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가격 차이를 커버하도록 회계 및
세무서(사정인-기록관실과 별개임)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Q5. 주택 보유자 면세는 무엇인가? 세금 혜택이 있는가?
귀하가 이 주택을 기본 거주지로 소유하고 살고 있는 경우,
주택 보유자 면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 면세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아닌 감정
가격에서 $7,000 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제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감정 가격은
$693,000($700,000-$7,00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81.41 이 절약됩니다.

($700,000 - $7,000)

참고: 회계 및 세무사실에서 고지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은 세금의
인상분을 납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별도로 확보하십시오.

x

0.01163

=

$8,059.59

면세 자격이 되지만 앞 페이지에 공제액이 보이지 않으면,
당사의 웹 사이트에서 주택 보유자 면세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www.sfassessor.org).

Q3. 사정인-기록관실과 회계 및 세무사실은 어떻게 다른가?

Q6. 감정 가격에 동의할 수 없다면?

사정인-기록관실은 부동산의 감정 가격을 결정합니다.

7 월 2 일~9 월 16 일까지 사정항소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감리위원회에서 임명한 민간
감사위원회입니다.

회계 및 세무사실은 별도의 조직이며 세금 고지서 발송, 지불액
수취, 벌금 징수 및 납부액 반환 등을 담당합니다.

신청 정보는 사정항소위원회로 문의하거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City Hall – Room 405, 1 Dr. Carlton B. Goodlett Place, San
Francisco, CA 94102
www.sfgov.org/aab.

귀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당사에서는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귀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는 업무용으로만 엄격하게 보관됩니다. 이
정보는 제 3 자에게 다른 목적으로 판매 또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선택 사항임).
三藩市估值官辦公室現收集一些個人資料（自願性參與），目的是更效推廣本辦公室為你提供的服務。所收集的資料絕對保密，不會出售或發
放予第三者作任何用途。你的個人資料只限於本辦公室使用。
Estamos voluntariamente recopilando información personal para mejor comunicar nuestros servicios a usted. Esta información
permanecerá privada y no será vendida o distribuida a terceras personas para cualquier otro propósito. Su información es
estrictamente para uso interno de nuestro departamento.
Kami po ay kusang loob na humihingi ng inyong personal impormasyon upang maging mas mahusay ang aming serbisyo sa
inyo. Ang mga impormasyon na ito ay pribado at hindi ibebenta o ipapasa kanino man. Ito po ay pang “department use” lamang .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전화

:___________________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