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의
담배류 단속 프로그램
담배류 및 주류 관련 경관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단속 합니다.
•

담배류 면허증 준수

•

담배류 견본(sampling) 법

•

담배류 관련법 위반 행위
•

면허증 없이 판매

•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담배류를
구매, 판매 또는 소지

•

담배류 구매에관한 송장을 보관하지
못한 경우

담배류 관련 규정
담배류 세금에 관련된 규정들은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제정법 82조 24항 담배 부과 세금
워싱턴주 제정법 82조 26항 기타 담배류
부과 세금

Washington State

추가 정보

Liquor Control Board

담배류 세금 단속 프로그램 본부
전화 (360) 664-1625 또는 이메일
tck@liq.wa.gov
위반 사항 신고는 무료전화 1-888-8383956로 연락 바랍니다.
단속반 연락처
•
올림피아
•
타코마
•
에버렛
•
벨링햄
•
뱅쿠버
•
스포케인

(360) 586-2730
(253) 471-4588
(425) 513-5110
(360) 676-2019
(360) 260-6121
(509) 328-4345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은
합법적인 판매를 보증하고 주류및
담배류의 남용을 방지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 및 기타 담배류 판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
웹사이트 www.liq.wa.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다른 양식으로 받기 원하시는분은,
주류 통제국의 ADA 조정관실
(360) 664-1783로 연락 바랍니다.
3000 Pacific Ave SE, Olympia, WA 98504
(360) 664-1600 • www.liq.wa.gov

워싱턴 주 내에서
합법적인
담배류 판매
소매상과 도매상이
알아야 할 중요
사안들

담배류를 판매하는것은
중대한 책임입니다.

워싱턴주에서 담배류를
판매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매상은 반드시:

두종류의 일반 면허증이 있습니다:

•

면허증을 갖추었음을 확인 하고

•

판매하는 담배류 제품에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 증명이 부착 되어
있음을 확인 해야 하고

1. 소매상에 담배류를 도매하는 도매상/
분배업자 면허증
담배류(Tobacco)` 분배업자 면허증 :
일반 담배(Cigarette)를 제외한 모든
담배류를 구매, 판매 또는 분배하는
사업자는 이 면허증이 필요 합니다.

•

•

기타 담배류 제품에도 워싱턴주에서
부과하고있는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워싱턴주 면허증 없이 담배류를
판매하는 것은 중죄 입니다.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은 이와같은 중요한
책임을 함께 준비하는 협력자 입니다. 이
소책자는 담배류 판매를 위한 면허증을
받는법, 판매시 소매상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귀하게서 도움을 청할수 있는 주류
통제국 연락처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담배류 판매 및 배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 웹사이트
www.liq.wa.gov 에 있습니다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상은
소매상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담배 (Cigarette) 소매상 면허증: 담배가
판매되는 모든 소매 업소에서는 이
면허증을
각 업소내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담배류(Tobacco) 소매상 면허증: 일반
담배(Cigarette)를 제외한 담배류가
판매되는 모든 소매 업소에서는 이
면허증을 각 업소내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매상 의무 사항

도매상에서만 구입
소매 판매를 위한 담배류는 반드시
워싱턴주 자격을 보유한 도매상이나
분배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송장 보관
소매상은 반드시 담배류가 판매되는
장소에 송장(영수증) 또는 송장 사본을 5
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송장에는 반드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담배류 세금 인지 부착 의무
개별 담배에는 세금 인지가 부착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인지는 귀하가 판매하는
담배에 부과된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을 증명 합니다

•

워싱턴주의 세금 인지가 부착 되지
않은 담배를 팔거나 또는 귀하의
사업체에 보관 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

아래는 담배류 세금 인지의 예 입니다.

일반 담배 또는 담배류 면허증 신청 방법
소매 또는 도매상 담배류 면허증은 워싱턴주
주류 통제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하시려면:
1.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작성 해야 합니다. 지원
양식은 워싱턴주 면허국 인터넷 웹사이트
www.dol.wa.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을 원하는 특수 면허증을 선택 해야
합니다. (예. Tobacco, Beer/Wine Retail,
Lottery등)
3. 신청서 양식을 작성 하신 후에 워싱턴주
면허국에 접수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