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가이드

유통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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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당 음료 유통업자의 책임입니다. 딜러 또는 소매상은 등록된
유통업자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만 금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여러분이 딜러에게 도매로 물건을 유통하는 사업체 또는 조직이라면, 유통업자입니다. 딜러는
이어서 소비자에게 소매 단계에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 유통업자로서 여러분은 필라델피아에 위치해 있는 딜러에게 가당 음료를 유통하는 것에 대해
필라델피아 음료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은 필수 의무이며 2016년 11월부터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나면, 등록된
유통업자로 간주되며, 딜러들이 등록된 유통업자를 찾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목록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이 딜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 딜러가 등록되지 않은 유통업자에게서 구매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딜러는 등록을 하고 스스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 의무로 인해 여러분의 등록 상태는 자산이 됩니다. 특히 많은 유통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필라델피아 음료세의 초기 시행 단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뒤에서 계속

빠른 가이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2016년 11월 등록이 시작되고 나면, 온라인으로 PhillyBevTax.com에 가서 등록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래야 추가 비용이나
운영 차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등록하는 것이 사업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필라델피아 딜러에게 제공되는 모든 송장에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o 유통되는 가당 음료의 온스 수치(그리고 시럽 및 기타 원액의 경우에는 제조사 지침에
근거한 완성 제품의 양)
-또는o 세금 금액
• 필라델피아 음료세는 전 달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첫 세금 납부는 1월
전체에 대해 2017년 2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접수 및 납부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딜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 딜러와 새로운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구서 고지문이 본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전자 청구서와 함께 포함할 이메일 표현과 더불어 PhillyBevTax.com에서 인쇄 가능한
서식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딜러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야기를 나누어, 양측
모두 곧 있을 변화를 인지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 딜러가 세금에 관하여 자신에게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게 하고 PhillyBevTax.com으로 가서
자세한 정보를 보도록 장려하십시오.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