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세 납세 사업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

뉴욕 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문서에는 판매세 의무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한 전 납세 신고 및 납세 

판매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거나, 납부세액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벌금 및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납부세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습니까? 

신고할 과세 상품 매출, 과세 대상 구매액, 또는 세액 공제금이 없을 경우에도 판매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계정 개설하기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조세국(Tax Department)의 판매세 웹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체는 납세 신고를 위해 웹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웹 신고는 무료이나 계정이 없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미 온라인 서비스 계정 

개설에 대한 지침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받은 경우 설명에 따라 기한 전에 납세 신고를 하십시오. 받지 않은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장부 및 기록 유지 

어떤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까? 전체 회계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장부 및 기록은 저희  

웹 사이트의세금 회보판매세 납세 사업체에 대한 기록유지 요건 (TB-ST-770) 을 참조하십시오. 판매세 신고서를 

제출 시 반드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총매출액,

 과세가능 매출,

 사업체가 판매자에게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구입한 과세 대상 구입 건,

 세액 공제(있는 경우),

 각 사업지의 판매 및 사용세액, 및

 기타 특별세액.

모든 기록은 날짜를 포함해야 하며 올바른 순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각 판매 건의 과세 유형, 납부세액, 

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해당 기록과 관련된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 날짜(신고 기한보다 늦은 경우)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세에 대한 별도의 은행 계좌 보유 

세법 준수를 쉽게 하기 위해 모든 판매세 납세 사업체에게 뉴욕 주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판매세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자발적으로 개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판매세에 대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 신고 또는 납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518) 485-2889번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납세자의 의무를 충족하도록 저희가 협력하겠습니다. 

추가 정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www.tax.ny.gov 

VC-3-KOR (1/15) 

http://www.tax.ny.gov/pubs_and_bulls/tg_bulletins/st/translated/recordkeeping-requirements-KOR.htm
http://www.tax.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