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e.ca.gov 를 방 문 하 셔 서 신 규
납세필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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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로, 아래에 기존 납세필증과 신규
납세필증의 견본 이미지를 삽입하였습니다.

기존 납세필증:

상품의

신규 납세필증:

California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

신규 캘리포니아

위조 방지
담배세 납세필증

주: 기존의 암호화된 납세필증 (위 참조)
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탈세와 위조를 방지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EW CALIFORNIA COUNTERFEITRESISTANT CIGARETTE TAX STAMP
PUBLICATION 403-K n LDA
DECEMBER 2010)

조세형평국
BOARD MEMBERS
(Names updated 2015)
SEN. GEORGE RUNNER (Ret.), First District
FIONA MA, CPA, Second District
JEROME E. HORTON, Third District
DIANE L. HARKEY, Fourth District
본 번역 간행물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지
영문판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문판과 본 번역판 사이에
일치하 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BETTY T. YEE, State Controller
nnn

CYNTHIA BRIDGES, Executive Director

캘리포니아 위조방지 담배세 납세필증
캘리포니아주에서 첨단 납세필증 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조세형평국
(BOE)에서는 새롭게 발전된 납세필증을
캘리포니아주에 도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새로운 납세필증은 다단계
보안 인쇄 방식을 사용하며 인쇄 디자인에
비노출형과 노출형 위조방지 기법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발전된 납세필증은 첨단 보안
잉크와 과학수사 보안 기법을 통합하여
BOE 집행 활동시 즉각적인 인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위조범들이 해결해야 하는 보안장치가
다중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BOE 는 납세필증
위조뿐만 아니라 탈세와 불법 담배 거래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변조 식별 표면 절단으로 납세필증을
제거하거나 변조하기 어렵게 해 놓았습니다.

감별기는 진품 담배 납세필증의 색변환 특징에
일치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 약자 “CA” 와 단어 “CALIFORNIA
TAX PAID(캘리포니아 납세필)”와 함께
있는 곰의 그림. 이 캘리포니아 특유의
정보는 해당 납세필증의 관할권을 명확하게
식별해 줍니다. 다른 주의 납세필증은
캘리포니아주의 납세필증과 다릅니다.

이 감별기는 도구를 사용하는 소매점과 집행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세필증은 모든 담배갑과 소형 입담배 포장에
부착되며 종류에 따라 우측 상단 구석에 10, 20
또는 25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면에, 내부에
마이크로 문자가 새겨져 있는 별표 아이콘이
보입니다.

• 효과성

• 사용의 간편성
• 실용성
• 휴대성
• 신용카드처럼 소형이고 가벼움
• 합리적인 저렴한 가격

신규 캘리포니아 담배 납세필증의 다음 특징을
확인하십시오:
• 모든 납세 필증은 주로 금색과 노란색
입니다.
• 모든 납세필증의 왼쪽 가장자리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색변환 효과;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변환효과는 납세필증을
약간 기울였을 때 나타납니다. 납세필증을
앞에 들고 색깔을 주목하십시오. 그 다음
납세필증을 비스듬하게 한 다음 납세필증의
색깔이 변하는 지 보십시오. 만약 잉크에
광택이 없고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납세필증이 아닙니다.
• 납세필증 우측면, State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의 외곽선에 인쇄된 고유의
6 자리 일련번호. 동일한 일련번호가 인쇄된
납세필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두 개의
납세필증에 동일한 일련번호가 있을 경우,
적어도 하나는 위조품입니다.

소매점에서 납세필증이 없는 담배갑을
보시거나 납세필증이 부적절하게
부착되어 있거나 납세필증이 진품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경우, 888-334-3300 으로
전화하셔서 BOE 에 알려 주십시오.
납세필증의 진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더블 필터 감별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감별기는 동일한
잉크에서 다른 색상의 농도를 보이게 하는
두 가지 유형의 편광 물질로 구성된 필터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필터를 통해서는 잉크가
밝게 보이고, 다른 쪽 필터를 통해서는 어둡게
보입니다. 이 감별기를 사용했는데 위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없으면, 해당 납세필증은 진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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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 납세필증은 간단하게 증명될 수 있지만,
복사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감별기를
사용하면 소매점과 집행기관에서 담배세
납세필증의 진위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별기 구매 정보
감별기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BOE
웹사이트 www.boe.ca.gov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별기는 공인 BOE 벤더를 통하여 유통됩니다.
각 감별기의 가격은 $5.00 불이고, 판매세 와
배송 및 취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구매 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감별기는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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