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 모두를 선택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에서 물품 및 제품 판매
2. 세금납부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구입
3. 악성채무 손실 클레임 (채권자)
4. 주간 차량 운영 또는 운수업자
5. 면세 버스 운수업자
6. 철도 운수업자
7. 면세 방식으로 연료 제품 사용
8. 석유제품 저장용 지하저장탱크
9. 대체연료 사용 (액화 석유가스 (LPG), 액화천연가스 (LNG), 압축천연가스 (CNG))
10. 10 명 이상 직원 고용
11. 임의의 장소에서 연간 5 톤 이상의 유해폐기물 생산
12. 전기 에너지 서비스
13. 천연가스
14. 전화 또는 VoIP 서비스

Selling items or goods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제품 판매

1. Alcoholic beverages

1. 주류

2. Cigarette and/or Tobacco Products

2. 담배 및/또는 연초 제품

3. Selling new tires, new or used motor
vehicles, construction equipment or farm
equipment

3. 새 타이어, 새차 또는 중고차, 건설장비

4. Selling covered electronic devices (e.g.,
television, portable DVD player, or
computer screens greater than 4 inches
diagonally)

4. 규제대상 전자기기 판매 (예: TV, 휴대용

5. Fuel Products (i.e. Selling, storing,

5. 연료제품 (예: 캘리포니아에서 연료제품

또는 농기계 판매
DVD 플레이어, 컴퓨터 (대각선으로 4 인치
이상 되는 컴퓨터 스크린)

importing, manufacturing or distributing
fuel products in California or operating an
oil refinery, terminal, or pipeline in marine
terminal waters)

판매, 보관, 수입, 제조 또는 유통, 또는
석유정제공장, 터미널, 해상터미널 워터의
파이프라인 운영)

6. Selling lumber products or engineered
wood products

6. 원목재품이나 엔지리어링 목재품 판매시

Operating a vehicle interstate or as a
common carrier
1. Operating a qualified diesel powered motor
vehicle where the interstate travel is
restricted to Mexico and California

주간 차량 운행 또는 운수업

2. Operating as a bulk transfer operator
(vessels, barges, and pipelines) delivering
and / or receiving accountable product
from a California refinery/terminal or a
railroad operator in California engaged
exclusively in transporting petroleum
products

2. 화물 운송업자 (선박, 바지 및 파이프라인)

3. Transporting alcoholic beverages into
California

3. 주류제품을 캘리포니아로 운송

4. Selling distilled spirits (alcoholic
beverages) to passengers in transit (i.e.
aircraft or train) through California

4. 증류주 (주류)를 캘리포니아를 경유하는

Exempt Bus Operator

면제 버스 운수업자

1. Owning, operating or controlling an exempt
bus operation powered by diesel fuel

1. 디젤 연료로 운행하는 면제 버스 소유, 운영
또는 제어.

2. Owning, operating or controlling an exempt
bus operation powered by alternative fuel

2. 대체 연료로 운행하는 면제 버스 소유, 운영
또는 제어.

Train Operator

철도 운수업자

1. Owning, operating or controlling a motor
vehicle fuel or diesel fuel powered train
and subject to licensing as a railroad by a
state or federal agency

1. 차량 연료 또는 디젤 연료 운행 철도의
소유, 운영 또는 제어 및 주 또는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철도로 사업허가를
받는 조건.

Using Fuel Products in an exempt manner

면제방법으로 연료제품 사용하기

1. Purchasing, as a California government
entity or subdivision, dyed diesel fuel for
use in a diesel powered vehicle on
California highways

1. 캘리포니아 정부 기관 또는 하위부문으로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디젤 차량에
사용하기 위한 염료 디젤 연료를 구매

2. Using undyed diesel fuel (tax paid) off-

2. 무염료 디젤 연료 (세금 납부)를 하이웨이

1.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 주간 여행이 금지된
곳에서 자격 있는 디젤 차량 운행

로서 캘리포니아 정제공장/터미널로부터
과세 제품 납품 및/또는 입고 또는 석유제품
운송에 독점적으로 관여하는 캘리포니아
철도운송업자

승객 (예; 비행기 또는 철도)에게 판매

이외에서 사용하거나 PTO(Power Take
Off) 장비에서 사용

highway or in Power Take Off (PTO)
equipment
Employing 10 or more people
1. Employing 10 or more employees who
each were employed for 160 hours or more
in California per calendar year
2. Employing 50 or more employees who
each were employed more than 500 hours
in California per calendar year

10 명 이상을 고용
1. 연간 캘리포니아에서 160 시간 이상 각각
고용된 10 명의 이상의 직원을 고용
2. 캘리포니아에서 연간 500 시간 이상 각각
고용된 50 명의 이상의 직원을 고용

Excluding the business types listed below:

아래 목록의 사업 유형 제외:

a. Private households (SIC code 88).

a. 개인주택 (SIC 코드 88)

b. NonProfit residential care facilities (SIC
code 8361 or NAICS codes 623312,
62322, and 62399).

b. 비영리 주거 관리 시설 (SIC 코드 8361

또는 NAICS 코드 623312, 62322 및
62399)
다른 모든 CA 세금과 라이센스를 대신하여
총 보험료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보험회사

c. Insurance companies that pay tax on gross
premiums in lieu of all other CA taxes and
licenses.

c.

d. Banks that pay a tax on net income in lieu
of all other CA taxes and licenses.

d. 다른 모든 CA 세금과 라이센스를 대신하여

e. U.S. Government corporations NonProfit
credit unions as defined in Financial Code
14002.

e. 금융 코드 14002 에 정의된 바와 같은 미국

Electrical Energy Services

전기 에너지 서비스

1. Purchasing electricity for consumption
without paying the surcharge to supplier

1. 공급업체에 수수료 지불 없이 소비를 위한

2. Making sales of electricity to consumers in
California

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은행
정부 비영리 신용조합

전기 구매
2. 캘리포니아의 소비자에 대해 전기 판매

Natural Gas

천연가스

1. Purchasing natural gas for consumption
from an interstate pipeline

1. 주간 파이프라인으로부터의 소비를 위한
천연가스 구매

2. Selling natural gas to consumers in
California as a public utility

2. 공공 유틸리티로서 캘리포니아의
소비자에게 천연가스 판매

Telephone or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services

전화 또는 VoIP 서비스

1. Purchasing intrastate or VoIP
communication services for consumption
from a supplier without paying the
Emergency Telephone Users Surcharge

1. 비상용 전화 사용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공급업체로부터 소비를 위해 주간
또는 VoIP 통신 서비스 구매

2. Providing intrastate telephone or VoIP
communication services in California or

2. 캘리포니아에서 장거리 전화 또는 VoIP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러한

billing and/or collecting charges for these
communication services

통신 서비스에 대한 청구 및/또는 요금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