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가이드

딜러가 알아야 할 사항
필라델피아 음료세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도시에서는 가당 음료뿐 아니라 가당 음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시럽 및
원액의 유통에 대해 온스당 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유통업자의 책임입니다.
• 유통업자는 딜러에게(소매상이라고도 함)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체 또는 조직을 말하며, 딜러는
이어서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딜러에는 레스토랑, 소매 매장, 거리 노점상,
자동판매기 소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소매 영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 딜러로서 여러분은 필라델피아 음료세 법에 따라, 등록된 유통업자로부터 가당 음료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통업자에게서 구매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여러분이 직접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고객에게 세금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설명해 주는 매장 비치용 추가 물품이 본 도구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o 고객에게 세금에 대해 설명하는, 뜯을 수 있는 팩트 시트
o세
 금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주고 더 많은 정보를 얻도록 권장하는 창문 부착물 및
계산대/냉장고문 인쇄물

뒤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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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는가?
• 유통업자 등록이 2016년 11월에 시작됩니다. 이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유통업자와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세금에 순응적인 또는 순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통업자를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순응하는 유통업자 목록을 PhillyBevTax.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통업자에게 여러분이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있음을 알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필라델피아 음료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통지를 위해 PA 판매세 면제
증명서(또는 PhillyBevTax.com에서 이용 가능한 대체 서식)를 이용하십시오.
• 송장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있음을 등록된 유통업자에게
알리고 나면, 송장에는 유통업자가 세금을 납부했음이 표시됩니다. 여러분이 등록된 유통업자에게서
구매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향후 조세국에 해당 송장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PhillyBevTax.com을 방문하여
등록된 유통업자 목록을 보십시오.

본 키트에는 다음과 같이 매장용 고객 커뮤니케이션 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x 7 인쇄물 • 5 x 4 창문 부착물 • 뜯을 수 있는 패드(25매)
또한 소매점 선반에 거는 태그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들 물품을 더 주문하려면
PhillyBevTax.com을 방문하십시오.

The Philadelphia Beverage Tax
is here.
Starting on January 1, 2017, a 1.5-cents-per-ounce tax will be imposed on the
distribution of drinks made with natural and noncaloric sweeteners, such as stevia
and aspartame. Affected drink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Visit PhillyBevTax.com to see
where the money goes.

• Diet & regular sodas
• Sports drinks
• Sweetened waters
• Energy drinks
• Presweetened coffees & teas
• Nonalcoholic cocktail mixers
• And more

Where will the money go?
Revenue from the tax will be used to fund pre-K schooling, community schools,
recreation centers, libraries, and parks in Philadelphia that are in need of improvement.

Starting January 1, 2017,
a 1.5-cents-per-ounce tax will be
applied to the distribution of
the following beverages and more:

Starting January 1, 2017,
a 1.5-cents-per-ounce tax will be
applied to sweetened beverages.
Visit PhillyBevTax.com to see
where the money goes.

선반에 거는 태그

• Diet & regular sodas

창문 부착물

• Sports drinks
• Sweetened waters
• Energy drinks
Visit PhillyBevTax.com for more information on the tax,
what it means for you, and where the money will go.

• Presweetened coffees & teas
• And more

Visit PhillyBevTax.com
for facts on the tax.

All revenue will be used to fund
pre-K schooling, community schools,
recreation centers, libraries, and parks.

뜯을 수 있는 패드

인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