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환은 민사
행정 절차를 포함합니다
State Board of Equalization (BOE) 은 2003 년
캘리포니아 담배 및 담배제품 허가법 (사업직업법
8.6 조)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본 소환장은 소환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직업법 및/또는 수입 및 세법
위반으로 발부되었습니다.

법정 출두
귀하는 본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귀하는 형사 절차에 대해 검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민사 벌칙금
법원이 부과한 형사 벌칙금 외에, 귀하는 BOE 가
부과하는 민사 벌칙금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본 통지서 뒷면의 사업직업법 22974.4, 22974.7,
22978.6 및 22978.7 조 참조). 법원이 귀하의
형사 소환에 대해 판결을 한 후, 귀하는 BOE
로부터 “위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본 통지서는 귀하의 위반사항을 열거하고 귀하의
항소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본 통지서를 잘
읽으십시오.
형사 절차 중 법원이 부과한 벌금에 관계 없이,
BOE 는 귀하의 담배 및 담배제품 판매 허가증의
정지 및 취소 및 벌금 부과 등의 추가적인 민사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 벌금은 이미
부과된 법원 벌금에 의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BOE의 민사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고객 서비스 센터 1-800-400-7115 (TTY: 711)에
전화하여 특별세 및 수수료 부서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환된 법령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조사관에게 법령 설명을 문의하거나 BOE의
조사부 1-916-324-0105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직업법
(처벌 조항들)

22974.4 및 22978.6 – 취소
BOE 는 다음과 같은 경우의 소매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를
통제하는 개인의 허가증을 수입 및 세법 30148 조에
따른 허가증 취소 조항에 따라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 수입 및 세법 30473 또는 30480 조에 따라 중
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b) 수입 및 세법 조항에 따라 허가증이 취소된
사람.

22974.7 및 22978.7 – 규정 위반 벌칙금
법에 의한 민사 또는 형사 벌칙금 외에, 본 부서의
규정을 위반한 소매업자,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발견되면, BOE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첫 위반인 경우, BOE 는 수입 및 세법 30148
조의 허가증 취소 절차에 따라 소매업자, 유
통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허가증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b) 두 번째 및 차후의 위반인 경우, 하부 조항
(a)에 따른 조치 외에, BOE는 다음 두 가지 중
가장 큰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압수된 담배 또는 담배제품의 소매 가치
의 5배.
(2)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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