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음료세 조사:

음료 세무조사 방식

귀하는 당분이 함유된 음료수의 판매인이기 때문에, 음료세 조사원은
귀하를 가끔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음료세 조사원이 방문한다고 해서 귀하가 무
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원은 단지 판매인들이 세법을 잘 준수하
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조사 방법:

조사 내용

• 필라델피아 영업세 공제 양식

음료세 조사원은 귀하의 영업장에 도착하여 귀하에게 다음을
포함한 음료세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판
 매인 통지서—귀하가 유통업체에 제공한 통지서로서 귀하가 당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필라델피아의
소매점에서 팔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귀하의 필라델피아 영업세 공제 양식일 수도 있음)

• 확인서—유통업체에서 귀하가 구매한 내역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줄 것이라고 확인해주는 답변서
• 청구서—거래내역에 필라델피아 음료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혹은

유효한 문서

만일 귀하가 구매했던 제품에 대해 음료세를 지불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를 가지고 있고 해당 문서가 유
효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귀하가 등록된 판매인 또는
특별 판매인(Special Dealer)일 경우, 귀하는
준비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해당 조사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법적 소송

유효하지 않은 문서

문서 없음

만일 귀하가 필요한 모든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의 음료세
준수 검토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진행될 것이며, 귀하
는 사후 방문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방문할 때, 귀하는 반드시 음료세 관
련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추가적인 법적 소송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귀하의 세무 조사가 법적 소송 단계로 갈 경우,
법무부서는 귀하에게 공식 통지서를 보내고,
이 시점에 귀하는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기록을 제공한다.
• 세금을 등록하고, 빠진 세금 공제내역을 신고하고 음료세를 지불한다.

만일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귀하는 $1,000의 법률위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만일 귀하가 2년 안에 해당 법률을 두 번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귀하의
상업활동 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해당 허가가 복원될 때까지 귀하의
사업 운영을 법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사용가능 언어

PhillyBevTax.com/Dealers/Resources을 방문하세요

Encuentre información en su idioma.

Поиск информации на вашем языке.

Trouvez des informations dans votre langue.

查找用您的語言书写的信息。

귀하의 언어로 정보를 찾으십시오.

Encontre informações em seu id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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