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세탁업 면허 신청서 작성 설명서
(INSTRUCTIONS FOR COMPLETING
ILLINOIS DRYCLEANING LICENSE APPLICATION FORM)
귀하의 세탁업소가 일리노이 주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을 위해 세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 면허
신청서 (drycleaning license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만약 귀하의 업소가 신청서 상단의 해당 되는 중의 범주에 속하는 업소일 경우에는 면허 신청서를
작성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업소는 세탁업 면허를 가질 의무가 없으며 일리노이 세탁 정화 기금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of Illinois) 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Part A- 업소 정보 (Facility Information)
- 업소명 - 세탁업소의 이름, (예 Joe's Drycleaners)
- 연락인 - 세탁업소에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이름 (예, 세탁업소 매니저)
- 전화번호 - 세탁업소의 전화 번호.
- 세탁소 주소 - 세탁업소의 거리 주소 (street address) (예, 3257 W. 7th Street, Anytown, IL)
- 세탁업 영업 시작일 – 세탁 공장 업소 (active drycleaner) 로서 영업을 시작한 날짜, 월, 연도를 기입하십시오.
- 세탁업소의 예전 용도 – 귀하가 해당 세탁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탁업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었는지
기재 하십시오
Part B- 영업인 정보 (Operator Information)
- 영업인 이름 - 세탁소를 영업하고 있는 개인 (individual) 이나 회사 (entity) 이름.
예를 들어, 영업인이 주식 회사 (corporation) 일 경우에는 Doe's Drycleaning, Inc. (홍 길동 세탁회사) 로 기입을 하십시오.
영업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John doe (홍 길동) 로 기입을 하십시오

-

연락인 - 세탁업소 영업인에게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이름 (예, 세탁업소 매니저)
전화번호 - 세탁업소 영업인의 전화 번호.
우편 주소 (mailing address) - 세탁업소의 영업인 주소
법인/사업 형태 (legal entity) - 해당 업소의 법적인 사업형태를 표시하십시오. 해당업소가 개인 소유 (sole
proprietorship) 나 , 주식회사 (corporation) , 혹은 유한 회사 (partnership) 가 아닐 때에는 기타 (other) 난에
표시를 한 후 업소의 법적인 사업형태를 설명하십시오.
- 일리노이 사업 등록 번호 (Illinoi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이 번호는 일리노이 주 세무서 (Illinois
Department of Revenue) 의 면허세 고지서 (Form DS-3) (Dry-Cleaning Operators'
License Fee Payment Form) 에
귀하가 등록한 번호와 같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일리노이 사업 등록 번호 (Illinoi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일리노이 사업 등록 신청서 REG-1 (REG-1 Illinois Business Registration Application)과
일리노이 사업장 위치 정보 서식 REG-1-L (Schedule REG-1-L Illinois Business Site Location Information form)을
작성하셔서 일리노이 사업 등록 번호 (Illinoi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방 세금 번호 (Federal ID) or 쏘셜 시큐리티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 영업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영업인의
쏘셜 시큐리티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를 기입하십시오. 영업인이 주식회사 (corporation), 유한 회사
(partnership), 또는 기타의 사업일 경우에는 연방 세금 번호 (Federal Tax ID Number) 를 기입하십시오. 이러한
번호는 귀하의 연방 세금 보고서 (federal income tax form) 의 첫 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Part C- 부동산 소유인 정보 (Real Estate Owner Information)
- 소유인 이름 – 세탁업소가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주나 소유 회사의 이름
- 연락인 - 세탁업소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이름
- 전화번호 - 세탁업소 부동산 소유주의 전화 번호.
- 우편 주소 (mailing address) - 세탁업소 부동산 소유주의 연락 주소
- 법인/사업 형태 (legal entity) - 부동산 소유주의 법적인 사업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부동산 소유주가 개인 소유
(sole proprietorship) 나 , 주식회사 (corporation) , 또는 유한 회사 (partnership) 가 아닐 때에는 기타 (other) 난에
표시를 한 후 부동산 소유주의 법적인 사업 형태를 설명하십시오.
- 연방 세금 번호 (Federal ID) or 쏘셜 시큐리티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 부동산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쏘셜 시큐리티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를 기입하십시오. 부동산 소유주가 주식회사
(corporation), 유한 회사 (partnership), 또는 기타의 사업일 경우에는 연방 세금 번호 (Federal Tax ID Number) 를
기입하십시오. 이러한 번호는 부동산 소유주의 연방 세금 보고서 (federal income tax form) 의 첫 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Part D. 연 면허세 정보 (Annual Fee Information)
2011년도에 귀하께서 구입하신 세탁 세제의 양 (갤론)을 준비하시고, “실제의 양(Actual Amount)”이라는 란에 적어
넣으십시요.
예를 들면, 130 갤론의 염소성 세제 (chlorine-based solvents: Perc) 를 2011년도에 구입하셨을 경우 “실제의 양(Actual
Amount)”이라고 표시된 세로줄에 130 이라고 적어 넣으십시오.

만약 귀하께서 2012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세탁업을 시작하신다면, 귀하께서 처음 12개월간에 예상되는
사용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2 개월 동안의 예상 세제 사용량 (12-month estimated period) 추산 방법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그 12 개월 동안 귀하가 실제로 구입/사용한 세제의 양을 잔단하신 후, 예상했던 세제 구입/사용량에
따라서 납부한 면허세와 비교하십시요. 만약 귀하께서 실제로 구입한 세제의 양보다 더 높은 면허세 범주 (category)
에 속할 경우에는 모자라는 부분의 면허세를 그 해 12월31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011년 3월1일에 세탁업 영업을 시작 하였고, 12 개월 분의 세제 구입 예상량을 130 갤론의 염소성
세제 (chlorine-based solvents: Perc)로 예상하여 $3,000 의 면허세를 납부하여 2011년도 세탁업 면허를 받았으나 2012년
3월1일에 실제 세제 구입량을 산출한 결과 180 갤론을 구입 했을 경우에는 2012 년 12월 31일까지 $750 의 면허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12년 12월 31일 이후의 납부에 대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세제 구입 산출과 면허세의 관계에 대한 문의가 있는 분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Part E. 세탁 세제 공급업자 정보 (Drycleaning Solvent Supplier Information)
이 난에는 귀하의 세탁 업소의 세제 공급업자 (suppliers of drycleaning solvents) 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공급업자 - 세탁업소에 세제를 공급하는 사람 (individual) 이나 공급 회사 (firm) 의 이름
예를 들어, 공급업자가 주식 회사 (corporation)일 경우에는 Doe's Drycleaning Solvents, Inc. (홍 길동 세탁 세제 회사) 로
기입을 하십시오. 공급업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John doe (홍 길동) 로 기입을 하십시오

-

연락인 - 세탁업소에서 세제 구입 시 배달을 하던가 구입 주문을 받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 세제 공급업자의 전화 번호.
우편 주소 (mailing address) - 세제 공급업자의 연락 주소

귀하의 세탁 세제 공급업자의 일리노이 사업 세금 번호 (Your Supplier’s Illinois Business Tax Number) - 이 번호는
공급업자의 일리노이 주 세무서의 Form DS-1 (Dry -Cleaning Solvent Tax Return) 에 있습니다.

귀하의 업소에 세제를 공급하는 모든 공급업자 명단을 기입해야 합니다. 공급업자(공급회사)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공급업자 정보를 별지에 작성하고 면허 신청서 (license application form) 에 첨부하십시오.
예를 들어, 2011 연도에 세탁 세제를 3 명의 공급업자 (공급회사) 로 부터 구입할 경우에는 3 명의 공급업자 (공급회사)
모두가 면허 신청서에 첨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반 정보 (General Information)
- 귀하가 세탁업소를 해당 년도의 첫번째 사분기 (4월 1일 이후) 가 지난 후에 시작했을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면허세 조정 (pro-rated licensing fee) 을 받으십시오.
- 면허세는 세탁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면허세가 영업 시작일 전에 납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세가 납부 되지 않은 모든 날수에 대해 지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최고 하루에 $5
씩 부과 됩니다.
- 면허는 일년을 기준으로 발급되며 매년 12월31일이 만기일 입니다. 면허 갱신 신청서는 매년 11월에 각
세탁업소로 발송되며 면허 갱신은 위한 면허세는 매년 12월 31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 갱신을 못하시면 면허세가 납부 되지 않은 모든 날수에 대해 지체 벌금이 부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 세탁업소는 모든 세제 구입시에 세제 구입 기록표 (log) 와 세제 구입 영수증 (receipts) 을 기재 및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매번 면허 갱신 신청서와 함께 세탁 정화 기금에 보내져야 합니다.
- 세탁업소의 운영 소유주나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었을 시에는 저희 사무실로 곧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면허 신청서 작성에 대한 문의나 도움이 필요 할때에는 편지나, 전화, e-mail 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저희
면화과로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는
DRYCLEANER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FUND OF ILLINOIS
P.O. BOX 480
BENSENVILLE, IL 60106

PHONE: 1-800-765-4041

email: info@cleanupfun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