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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11세는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 판매자가 징수해야 합니다
배경
2014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주법에 따라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 판매자는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 또는 선불 무선통신 제품의 각 소매 거래에 대해 주 정부 및
카운티 차원에서 실시하는 강화된 911 소득세(이하 E911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 2차 Spec. Sess. 법 8장 [Second Engrossed Second Substitute House Bill 1971])

주: 본 고지의 목적을 고려해,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 및 선불 무선통신 제품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세금에 대한 징수 및 납부 의무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몫이었습니다.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항목:
• 선불 무선 전화 카드
• 무선 서비스용 충전 또는 리필 승인 코드
• 선불 서비스와 묶음으로 제공되는 휴대 전화
• 무선 전화 사용 시간과 함께 선탑재되거나 묶음으로 제공되는 기타 선불
무선 기기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일반 전화 및 유료 전화용으로 시판되어 사용되는 기존의 선불 장거리 전화 카드
판매. 이러한 카드는:
• 종종 카드와 연결된 PIN을 갖습니다.
• 활성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특정 전화번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E911세는 각각의 선불 무선통신 제품에 적용됩니다
E911세는 판매된 각각의 선불 무선 제품에 부과되었습니다. 소매 거래에 다수의
선불 무선 카드 및/또는 기타 선불 제품이 포함되는 경우, 소매업체는 판매된
각각의 선불 무선 제품에 대해 E911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계속

E911세는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 판매자는 판매 송장(청구서)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판매
양식에 E911세를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세금이 소비자에게서 징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판매자는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매 판매세도 적용됩니다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에 붙는 E911세는 선불 무선 서비스 판매에 부과되는 주 정부
판매세 및 지역 소매 판매세에 추가로 붙는 것입니다. 소매 판매세는 선불 무선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E911세 또는 아래에 논의되는 판매자
보상에 대한 선택적 5센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 장소 결정
E911세의 목적을 고려해, 소매 거래는 해당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CW 82.32.520(3)(c)). 판매 장소는 주로 소비자가 선불 무선
서비스를 구매하는 판매자의 영업 장소입니다.

주: E911세 신고 지역 코드는 소매 판매세 신고 지역 코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소 코드와 세율 목록이 담긴 E911 지방세율 안내지는 dor.wa.gov/E91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911세 신고
E911세는 주 소비세 환급 시에 신고됩니다.
• 온라인 제출(E-file) – 온라인 제출 시, 온라인 환급 내의 E911 페이지에서 E911세를
신고하십시오. “E911 Prepaid Wireless Tax”(E911 선불 무선세)라는 제목의 탭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금은 적절한 장소 코드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서면 – 서면 제출의 경우, E911 부록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함께
포함시키십시오. 이 세금은 적절한 장소 코드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판매자 보상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 판매자는 (2018년 7월 1일까지) E911세의 징수 및 납부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써 판매되는 각각의 선불 무선 제품에 대해 추가로 5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서비스 및 기타 사업 운영세’(B&O)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례
1. 밥은 피어스 카운티의 한 지역 편의점에서 30달러짜리 선불 무선 전화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그 지역 편의점에서는 주 및 지방 소매 판매세 외에 주 정부를
대신해 0.25달러의 E911세, 해당 카운티를 대신해 0.70달러의 E911세, 그래서 총
0.95달러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 편의점에서는 소비세 환급 시에
피어스 카운트 장소 코드인 코드 2700으로 E911세를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2. 신디는 전화기 대리점에서 한 세트 가격에 선불 무선 전화 사용 시간을
포함하는 휴대 전화를 구입했습니다. 전화기 대리점은 E911세 징수에 대한
보상으로써 2018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거래에 대해 추가로 5센트를 징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매 거래는 구입 가격(E911세 또는 추가 5
센트를 포함하지 않음)에 붙는 소매 판매세 외에 E911세로 총 0.95달러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화기 대리점에서는 소득세 신고 시, ‘서비스 및 기타 사업운영세
B&O’에 의거해 추가로 5센트를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3. 멜리사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선불 무선전화 사용 시간이 포함된 선불 무선
카드와 휴대 전화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총 3.80달러(4 x 95
센트)의 E911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보상으로써 5
센트를 더해 총 4달러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RCW 82.14B.020)
“판매자”는 다른 사람에게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를 소매 거래로 구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 “소매 거래”에는 재판매를 위한 판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는 모바일 무선 서비스 외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제품, 컨텐츠 및 부수적 서비스의 다운로드를 포함한 통신 이외의 기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로써, 사전에 전액 유료로
지불되어 사전에 지정된 기기에서 또는 이미 고지된 액수에서 사용에 따라 금액이
감소하는 정액제로 판매됩니다.
“소매 거래”는 재판매가 아닌 목적으로 판매자로부터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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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자문을 구하거나 이 문서를 대안적 포맷으로 요청하고 싶다면, http://dor.wa.gov에
접속하거나 1-800-647-7706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신타자(TTY) 사용자는 711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워싱턴 릴레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