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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판매세 사업체로 등록해야 합니까? 

뉴욕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조세국에 등록하여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수 
허가증)를 받아야 합니다. 

• 상품을 팔거나 특정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호텔이나 모텔을 경영하거나 유흥비를 받을 경우
• 특정 뉴욕주 판매세 면제증서를 발급하거나 받을 경우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수 허가증)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여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수 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허가증을 새로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

수 허가증)를 가장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Application to Register for a Sales Tax 

Certificate of Authority (영어버전만 이용가능) 를 방문해 주십시오.

인가가 나는 즉시 조세 재정국에서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수 허가증)를 해당 주소로 보낼 
것입니다. 

인테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세 정보센터(Sales Tax Information Center)에 (518) 485-2889로 
전화해 주십시오.   

언제 등록해야 합니까? 

적어도 사업 시작 20일 전에 조세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수 
허가증) 없이 물품을 판매할 경우 조세국은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수 허가증) 사용법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수 허가증)는 고객에게서 판매세를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조세국에 
납부하는 것을 허가하는 증서입니다.  

해당 사업장소 및 모든 사업처에 본 허가증을 잘 보이도록 전시해 놓으십시오. 특별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 본 허가증을 카트나 스탠드 또는 트럭에 부착해야 합니다. 증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조세국은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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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처가 여러 장소인 경우 신청서 양식 하나에 모든 장소를 명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세국은 
각각의 장소에 대해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수 허가증)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종류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별개의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수 허가증)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및 납세 
 
허가증을 받으면, 아직 판매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바로 판매세 보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판매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기한을 넘길 경우 조세국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판매세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일시 허가증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만 사업을 할 경우 일시적인 Certificate of Authority(판매세 징수 허가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있는 일시 허가증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시 허가증은 뉴욕 주에서 제한적인 
시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다. 사업 시작 및 종료 기간을 기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시 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속 2분기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 공예품 전시회, 고미술 전시회, 벼룩시장 또는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전시회나 엔터테인먼트 
이벤트에서 판매를 한 경우  

 
일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정규 허가증을 신청하면 매년 재신청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규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가 없을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계속 판매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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