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위조 방지  
담배 세금 스탬프

담배 세금 스탬프 관련 추가 정보 및 세부 사항은 
www.cdtfa.ca.gov을 참조하십시오.
아래의 현재 세금 스탬프와 새로운 OPALINE™ 
스탬프의 샘플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스탬프 (OPALINE™ 아님)

새로운 OPALINE™ 스탬프

주의: 2020년 3월, CDTFA는 캘리포니아의 위조 
방지 담배 세금 스탬프 왼쪽 박스에 향상된 광학 색상 
변환 보안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OPALINE™ 
스탬프는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색상 변환 
효과를 향상시키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첨단 스탬프 시스템의 성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위조 세금 스탬프는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세수
를 강탈합니다. CDTFA가 세금 포탈을 방지하도
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WWW.CDTFA.CA.GOV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 

450 N St. Sacramento, CA 95814

PUB 403-K (1-20)

http://www.cdtfa.ca.gov
https://www.facebook.com/CDTFA
https://www.linkedin.com/company/cdtfa?trk=top_nav_home
https://twitter.com/cdtfa
https://www.youtube.com/channel/UChhR8089KCKrv2p4bbipu8w
https://www.instagram.com/CDTFA/
http://WWW.CDTFA.CA.GOV


캘리포니아 위조 방지  
담배 세금 스탬프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과(CDTFA)는 
캘리포니아의 위조 방지 담배 세금 스탬프에 향상된 
녹색에서 파란색 색상 변경 효과를 도입했으며 
캘리포니아 첨단 스탬프 시스템의 성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세금 스탬프는 스탬프에 인쇄된 보안 
레이어를 계속 사용하며 인쇄된 디자인에 명백하고 
은밀한 위조 방지 기능을 결합합니다. 세금 스탬프는 
CDTFA 집행 활동을 위한 빠른 인증을 제공하는 
고도의 보안 잉크 및 포렌식 보안 기능을 통합합니다. 
이러한 보안 기능은 위조자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장애물을 제공하여 CDTFA가 세금 스탬프 위조를 
방지하고 세금 포탈 및 불법 담배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캘리포니아 담배 세금 스탬프에 다음 기능이 
있습니다.

• 모든 스탬프는 뚜렷한 빨간색-오렌지색입니다.
• 모든 스탬프의 왼쪽 가장자리에서 색상 변환 

효과를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스탬프를 
약간 기울이면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환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세금 스탬프를 앞에 두고 색상을 
메모한 다음 팩을 기울여 세금 스탬프에서 색상이 
변경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잉크가 빛나지 않고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으면 진짜 세금 스탬프가 
아닙니다.

• 세금 스탬프의 오른쪽에 있는 고유한 6자리 일련 
번호로 캘리포니아 주의 윤곽 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금 스탬프도 일련 번호가 같지 
않습니다. 일련 번호가 같은 세금 스탬프가 두 
개 있는 경우, 적어도 하나는 위조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세금 스탬프를 제거하거나 조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변조 방지 표면 커팅.

• 약어 “CA”와 “캘리포니아 세금을 납부한” 단어와 
함께 있는 곰의 이미지. 이 캘리포니아 특정 정보는 
스탬프의 관할권을 명확히 식별합니다. 다른 
주정부 세금 스탬프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세금 스탬프는 모든 담배의 패키지에 붙어 있으며 
오른쪽 위 구석에 액면가로 20 또는 25가 표시됩니다. 
같은 면에 마이크로 텍스트가 새겨진 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소매상에서 세금 스탬프가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스탬프가 찍혀 있거나, 사용된 스탬프가 부착되어 
있거나, 세금 스탬프가 진짜가 아닌 것으로 
보이거나, 부착되지 않은 중고 세금 스탬프가 
쌓여 있는 경우 CDTFA(1-888-334-3300)에 
알려야 합니다.

세금 스탬프를 보다 정확한 인증하는 것을 도와주는 
특별한 저비용 이중 필터 검증 장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검증기는 동일한 잉크에서 다른 색상 
음영을 드러내는 두 가지 유형의 편광 재료로 구성된 
필터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필터를 통해 잉크가 밝게 
보이는 반면 다른 필터를 통할 때는 어두워 보입니다. 
유효성 검사기를 사용할 때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 스탬프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기는 진짜 담배 세금 스탬프에 있는 색상 
변환 기능에 맞도록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소매상과 집행 기관에 다음과 같은 성능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 쉬운 사용
• 실용적
• 핸드헬드
• 효과적
• 신용카드처럼 작고 가벼움
• 합리적인 가격

진짜 세금 스탬프는 인증이 간단하지만 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검증기를 사용하면 소매상과 집행 
기관이 담배 세금 스탬프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기 구매 정보
유효성 검사기는 CDTFA 웹사이트(www.cdtfa.ca.gov) 
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기는 공인 CDTFA 공급업체에서 
배포합니다. 각 검증기는 $5.00이고 판매세와 배송료 
및 취급료가 추가됩니다. 구매 시 유효한 신용 카드 
결제가 필요합니다. 유효성 검사기는 구입자에게 
직접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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