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또는 의견 

주지사 규제 혁신 및 지원실 

정보 센터 
800-917-0043 / 360-725-0628 
help@oria.wa.gov 

이 문서의 가장 최신 버전에 전자적으로 액세스하시려면 http://oria.wa.gov/sblt 를 

방문하십시오. 

이 문서를 다른 형식으로 얻으시려면 주지사 규제 혁신 및 지원실 – 정보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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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 
 

창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업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전에 사업을 해본 적이 전혀 없다면 사업 운영을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조사는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 “창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그에 답을 하는 것은 귀하가 창업을 위해 행하고 배워야 할 모든 

것에 대한 동기를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는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한 헌신과 구체적인 기술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성공에 필요한 

헌신과 업무량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 상태 평가 가이드를 사용하여 준비 상태를 더 잘 이해해 보십시오. 이 

가이드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평가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사업을 시작할 

준비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기술, 특성 및 경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평가 가이드에는 25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질문을 마치신 후 

평가될 것입니다.  

• 소규모 사업 준비 상태 평가 

 

또한 워싱턴 주 상무부가 제공하며 추가 평가 도구가 있는 빠른 읽기 자료가 있습니다. 

• 사업 전 준비 

• 구조 갖추기 

• 결격 사항 

 

사업을 위한 교육 

창업을 위해 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은 힘입니다. 수업을 듣거나 워크숍에 

참석하면 성공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회: 

• 중소기업관리청 

https://eweb1.sba.gov/cams/training/business_primer/assessment.htm
http://startup.choosewashingtonstate.com/resources/publications/small-business-playbook-home/
http://startup.choosewashingtonstate.com/resources/publications/small-business-playbook-2/
http://startup.choosewashingtonstate.com/resources/publications/small-business-playbook-3/
https://www.sba.gov/business-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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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E 

• 중소기업 개발센터 

• 비즈니스 임팩트 북서 지사 

• 워싱턴 여성 비즈니스 센터 

• 재향군인 비즈니스 아웃리치 센터 

• 사업을 위한 교육 - Career Bridge 

• 정부 교육 기회 

•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 지역 상공 회의소 

• 지역 경제 개발 단체 

 

사업 계획 

종합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창업의 첫 단계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 사업을 현실화해 나갈 때 가이드가 됩니다. 

• 큰 비용이 드는 착오를 예방해 줍니다. 

• 사업체의 재정을 본인이 부담하는지 또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등 재정적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 파트너, 투자자, 임차인, 공급사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사하고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정보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업에 대해 

미리 작성된 계획서를 구매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혼자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멘토, 컨설턴트, 자문관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런 자문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 목록입니다. 

• 미국 중소기업 관리청 

• SCORE 

• 비즈니스 임팩트 북서 지사 

• 워싱턴 여성 비즈니스 센터 

• 워싱턴주 중소기업 개발센터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 후 연락하십시오.) 

• 비즈니스 및 전문 협회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http://www.score.org/
http://www.wsbdc.org/
http://businessimpactnw.org/
http://wcwb.org/
http://vboc.org/
http://www.careerbridge.wa.gov/
https://www.gsa.gov/acquisition/assistance-for-small-businesses/resources-and-training/training-for-small-businesses
https://www.gsa.gov/acquisition/assistance-for-small-businesses/resources-and-training/training-for-small-businesses
https://www.gsa.gov/acquisition/assistance-for-small-businesses/resources-and-training/training-for-small-businesses
https://www.sbctc.edu/our-colleges/search-college-programs/default.aspx
https://www.sbctc.edu/our-colleges/search-college-programs/default.aspx
https://www.sbctc.edu/our-colleges/search-college-programs/default.aspx
http://www.wcce.org/index.php?option=com_civicrm&view=Profiles&layout=search&Itemid=440&force=1
http://www.wedaonline.org/resource_directory/EDC_links.html
https://www.sba.gov/business-guide/
http://www.score.org/
http://businessimpactnw.org/
http://www.wcwb.org/
http://www.wsbdc.org/
http://www.sos.wa.gov/library/wa_orgsubjects.aspx
http://www.sos.wa.gov/library/wa_orgsubjects.aspx
http://www.sos.wa.gov/library/wa_orgsubjec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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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명 &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란 사업체가 하는 일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사업자 및 직원들이 핵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전 선언문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업체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의사 결정을 할 때 방향성을 제공해줍니다. 

 

2. 사업 설명문 

사업 설명문은 사업 구조의 유형, 설립일, 위치 등 사업체의 “주체, 실체, 시기,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업체는 법적 주체이거나 개인 

회사입니다. 사업체는 자산을 소유하고 은행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혜택과 유한 정도에 따라 각각 그 유형이 다릅니다. 

 

사업자에게 어떠한 사업체 구조가 “적합”한지는 사업자의 관심과 니즈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를 이해하려면 건전한 카운슬러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체 

구조 형태를 파악하고 카운슬러와 함께 논의하여 가장 적합한 구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세금, 비즈니스 (SCORE, 중소기업 개발센터) 카운슬러를 찾아보십시오. 

사업체 구조 결정 시 고려 사항: 

• 현재 및 향후 소유자의 수. 

• 개인 또는 주체(법인, 신탁 등)와 같은 소유자 유형. 

• 부채 문제. 

• 연방세 관련(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 등록 및 세금 납부 준수 사항 및 비용. 

• 서류 작업과 사업체 관리 고려 사항. 

 

개인 회사는 1명의 개인 또는 1쌍의 부부가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설립에 적은 비용이 들고 특별한 보고 관련 준수 사항이 없습니다. 소유자는 모든 

사업체의 채무와 연방세에 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는 매우 흔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법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제 한적으로 지지만 관리 측면의 준수 사항은 적습니다. LLC의 

소유자는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LLC를 설립하려면 워싱턴주 국무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연방세의 경우 LLC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1인일 경우 개인 회사와 동일하게 

처리되고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합명회사와 같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실체 분류 

http://www.wsba.org/Resources-and-Services/Find-Legal-Help
https://www.irs.gov/tax-professionals/choosing-a-tax-professional
https://www.irs.gov/tax-professionals/choosing-a-tax-professional
http://www.score.org/
http://www.wsbdc.org/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business-structur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business-structures
https://www.sos.wa.gov/corps/
http://www.irs.gov/pub/irs-pdf/f8832.pdf
http://www.irs.gov/pub/irs-pdf/f88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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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양식을 IRS에 제출하면 LLC는 연방세 목적으로 법인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나, LLC를 설립할 때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LLC는 운영 합의서라는 관리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명회사는 개인 회사와 같으나 소유자가 2인 이상입니다. 합명회사의 파트너들은 관리 

의무, 이윤, 손실을 분담하고, 각각 사업체의 채무에 개인적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 1명의 

행동이 다른 파트너에게 개인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LLC가 생긴 이후에 

합자회사는 발생 수가 적어졌습니다. 연방세 목적으로 합명회사는 파트너십 환급을 

제출해야 하고, 소득과 손실은 사업체를 소유한 범위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돌아갑니다. 

 

법인은 다른 형태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LLC와 마찬가지로 법인은 제한된 법적 책 임을 

갖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워싱턴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리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 문서는 규약이 됩니다. 법인은 주식 인증서 발행, 

연례 총회 개최, 회의록 기록, 이사 선임 등의 기타 요건도 갖습니다. 기업 소유주는 

"주주" 또는 "주식 보유주"라고 합니다. 법인의 근무 소유자는 직원이므로 다른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방 급여세를 원천징수받고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IRS에 연방 

법인세 환급을 제출합니다. 시기에 따라 대상이 되거나 적용 가능할 경우 법인은 

패스스루(pass-through)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S-법인”). 필수 사항은 아니나 법인 

설립 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합명회사 (Limited Partnerships, LP)는 중소기업에서는 흔히 이용되는 형태는 아니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흔히 발생합니다. LP는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1명 이상의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일반 파트너가 사업체를 관리하고 사업체의 수익과 손실을 

완전히 배분합니다. 일반 파트너는 자신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LLC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 파트너는 사업체의 이윤을 배분 받지만 손실은 

자신이 투자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제한 파트너는 보통 일상적인 사업체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구조를 LP로 선택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LC와 법인과 마찬가지로 LP를 설립할 때는 워싱턴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주 사업 및 조직 구조 고려 사항: 

고려 사항 개인 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LLC) 

법인 

워싱턴 주 

국무장관을 통해 

제출 또는 등록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필요 

http://www.irs.gov/pub/irs-pdf/f8832.pdf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sos.wa.gov/cor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orming-a-corporation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https://www.sos.wa.gov/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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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 개인 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LLC) 

법인 

설립 난도 낮음 낮음 중간 중간/높음 

책무 개인 소유주가 

채무와 세금에 

대해 무제한 

책무를 짐. 

파트너들이 

채무와 세금에 

대해 무제한 

책무를 짐.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세금 

외 책무가 없음. 

주주는 

일반적으로 세금 

외 책무가 없음. 

운영 요건 상대적으로 법적 

요건이 거의 없음. 

상대적으로 법적 

요건이 거의 없음. 

운영 합의서 및 

연례 보고서 등 

일부 형식 요건 

있음. 

이사회, 연례 총회, 

연례 보고 필수. 

관리 개인 소유자가 

관리와 운영을 

완전히 통제.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각 

파트너마다 동등한 

발언권이 있음. 

LLC는 운영과 

관리를 아우르는 

운영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법인은 운영을 

아우르는 규약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선출한 

이사들이 관리. 

연방세 개인 소유자가 

제반 영업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하고 

개별 환급을 통해 

세금을 납부. 

각 파트너가 

각자의 영업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하고 개별 

환급을 통해 

세금을 납부. 

LLC 구성원 1인이 

개인 자격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와 구성원 1인 

이상이 파트너십 

자격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구성원 

1인 이상이 

파트너십 

자격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법인(c-

법인 또는 

s-법인)자격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을 IRS와 선택할 

수 있음. 

일반 법인(c-법인) 

의 경우, 사업체 

자격으로 과세. 

주주에게 배당금이 

배분될 경우, 

배당금은 개인 

수준에서 과세. 

s-법인 자격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IRS와 선택할 수 

있음. 각 s-법인 

주주는 각자의 

영업 소득 및 

비용을 보고하고 

개별 환급을 통해 

세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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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 개인 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LLC) 

법인 

워싱턴주 소비세 

과세 및 

책무(워싱턴주 

세입부) 

영업 수입을 

기반으로 과세. 

개인 소유자가 

무제한 책무를 짐. 

영업 수입을 

기반으로 과세. 

일반 파트너들이 

무제한 책무를 짐. 

영업 수입을 

기반으로 과세. 

구성원들이 납세 

책무를 질 수 있음. 

영업 수입을 

기반으로 과세. 

운영 개인들이 

납세 책무를 질 수 

있음.  

 

유의 사항: 상기 정보는 오직 참고용입니다. 자세한 고려 사항을 알아보려면 각자 믿을 수 

는 법적 또는 세금 자문관에게 연락하십시오. 

 

3.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은 사업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 내 수요 여부, 가망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의 위치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 분석의 내용: 

• 해당 업종 분석. 

•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존재 증거. 

• 목표 시장의 설명(고객 프로필). 

• 시장 규모(지역의 인구통계 정보 및 업종 성장성 파악). 

• 경쟁사 및 고객들이 경쟁사가 아닌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 

• 판매 수량 및 매출 예측치. 

• 상무부는 초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무료 플래너인 SizeUp을 제공합니다! 

4. 마케팅 계획 

고객을 파악했으면 고객들이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할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시장 분석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최저 가격(손익분기점), 최고 가격(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지불할 최대 가격), 경쟁사와의 가격 비교(동일, 낮음, 높음) 등 가격 전략. 

• 원하는 이미지(목표 시장의 관점에서), 광고, 간판, 명함, 레터헤드, 브로셔, 

사무실/매장 외관, 사업자의 외관, 기타 도달 수단을 통한 달성 방법. 

• 목표 시장에 도달하기 위한 홍보 및 광고 전략(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옐로우 

페이지, 홍보 기사, 개인 네트워크, 전화 연락, 신문, 라디오, TV 광고, 우편 발송 등). 

• 마케팅 활동의 비용과 시점. 

 

http://bit.ly/wa-siz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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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 계획 

운영 계획은 사업체 운영의 모든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시장 분석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사업체의 위치. 소유자, 임대 계약 조항, 구역 지정, 인가, 공사 및 거주자 부담 

개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필요한 가구, 설비, 장비, 용품. 

• 재고. 재고 대상과 재고 수량, 거래 업체 지정, 재고 보관 및 추적 방법. 

• 제품/서비스 주문 접수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활동, 재고 또는 자재/물품 구매 

재고 주기, 사업체에 해당되는 기타 주기 등 운영 설명. 

• 해당 사업에 관한 주요 직원과 이들의 운영 역할(공동소유자, 관리자, 자문관). 

• 법적 필요 사항, 보험, 규제 준수 사항 이해. 

• 장부 기록 및 회계(재고 추적, 회계 시스템, 청구 방법, 서류 관리 시스템 등). 일반 

회계 업무 담당자, 업체의 거래 은행 사업체의 회계사 및 회계사가 제공할 서비스 

내용. 

• 자연 재해 또는 인재와 같은 유사 상황 발생 시 준비 내용 선정 고려. 유사 상황 시 

사업체와 사업체의 기록이 손상되거나 파기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마련 

하십시오. 

• 상무부의 중소기업 사이트에서 중소 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또 다른 좋은 

플래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인사 계획 

대부분의 신규 사업체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성장해 나갑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 

올바른 태도 및 기술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사업체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력 탐색기 등 고용 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은 최소 임금, 시간 외 수당, 휴가 및 직원 복지, 임산부를 위한 조치, 미성년자 및 

가족 고용, 작업장 안전 등 규정이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외부 컨트랙터 고용은 흔히 잘못 인식되는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법과 연방법상 

다음과 같은 개인이 아닐 경우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혼자 사업에 관여함. 

• 허가를 받았고 자신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여러 의뢰인/고객을 두고 있음. 

• 사업체의 정상 활동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함. 

 

http://mil.wa.gov/emergency-management-division/preparedness/businesses
http://bit.ly/state-disaster-planner
https://esd.wa.gov/labormarke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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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되려면 상세히 기록을 유지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규정과 비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사업자의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금 및 근로시간법 (최저 임금, 시간외 수당, 근무 중 휴식 등) 

• 작업장 내 게시물 요건 

• 미성년자 고용 

• 차별 금지법 

• 외부 컨트랙터(노동 및 산업부) 

• 외부 컨트랙터(고용 안정부) 

• 외부 컨트랙터(IRS) 

• 작업장 안전 (필수 서면 사고 방지 프로그램 포함) 

• 연방정부 급여세 

• 자녀 양육비 원천징수법 

• 비경쟁 계약, 급여 내역 및 급여 비밀에 대한 제약 

• 단독 작업 근로자 보호 

• 시간외 수당 규칙의 변경 

 

근로자 혜택 

• 주정부 실업세 

• 근로자 산재 보상 

• 워싱턴 의료 혜택 교환 

• 워싱턴 의료 플랜 찾기 

• 유급 병가 

•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 기타 휴직 

• 은퇴 설계 

참고: Seattle, Tacoma, SeaTac에 직원이 있는 경우, 최저 임금 및 기타 고용 요건에 

대해서는 시 측에 확인하십시오. 

 

인사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 필요한 포지션과 시기. 

• 정규직 또는 임시직인지 여부 임시직일 경우 직접 고용 또는 외부 기관을 통한 

고용 여부.  

• 직무 기술서와 필요한 기술. 

• 교육 요건. 

https://lni.wa.gov/workers-rights/
https://lni.wa.gov/workers-rights/
https://www.lni.wa.gov/forms-publications/required-workplace-posters
https://lni.wa.gov/workers-rights/youth-employment/how-to-hire-minors
http://www.hum.wa.gov/employment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independent-contractors/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independent-contractor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lni.wa.gov/safety-health/preventing-injuries-illnesses/get-started-with-safety-health/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ment-tax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ment-tax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ment-taxes
https://www.dshs.wa.gov/node/8487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9-20/Pdf/Bill%20Reports/House/1450-S.E%20HBR%20FBR%2019.pdf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9-20/Pdf/Bill%20Reports/House/1696-S.E%20HBR%20FBR%2019.pdf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7-18/Pdf/Bill%20Reports/House/1506-S2%20HBR%20FBR%2018.pdf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9-20/Pdf/Bill%20Reports/Senate/5258-S.E%20SBR%20FBR%2019.pdf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overtime/changes-to-overtime-rule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
https://lni.wa.gov/insurance/
http://www.wahbexchange.org/
http://www.wahealthplafinder.org/
http://www.lni.wa.gov/WorkplaceRights/LeaveBenefits/VacaySick/EmployerInfo.asp
https://paidleave.wa.gov/
https://lni.wa.gov/workers-rights/leave/leave-for-military-spouses-and-certain-emergency-personnel
http://www.retirementmarketpl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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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및 복리후생. 

• 인사 정책. 

 

7. 자금 조달 계획 

예측: 

창업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철저히 조사하여 금액을 예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가 벌어들일 매출액을 현실적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본인이 자금을 부담하는지 또는 대출 기관이나 투자자를 찾는지에 관계없이 

창업을 위한 재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측에 포함되는 내용:  

• 창업 비용. 건물, 장비, 가구, 장치, 용품, 간판, 인허가, 자문 등 창업에 필요한 

금액을 파악하십시오. 사업 계획을 이행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십시오.  

• 월 현금 흐름 예측. 현금 흐름 예측은 예산에 효과적입니다. 사업체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나타내도록 매우 상세한 수준에서 최소 24 

개월의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창업 비용 및 현금 흐름 예측은 사업 체가 지속 

가능 시점(외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시기)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총 

자금을 보여줍니다.  

• 최소 2 년간의 예측 이윤과 손실 설명서(P&L). 손익계산서라고도 하는 P&L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사업체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매출 - 비용 = 수익(손실)  

• 사업체 시작 시점, 연말, 2 차년도 연말의 예상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사업체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자산 - 부채 = 순가치(자기자본)  

 

자금 조달: 

사업체가 외부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파악되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는 소유자의 자금, 친구, 가족, 그 밖의 개인의 자금, 

동업자, 신용 카드, 기업 대출, 주식 발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이 사업자나 

사업체에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 창업하는 사업체를 위한 지원금이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창업하는 사업체를 

위해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연방 기관이 필요로 하는 과학 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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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해당됩니다. 상무부는 사업 자본 조달을 위한 27가지 전략을 설명하는 

Startup Wisdom이라는 무료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기업 대출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5C: 

- 자본/현금(Capital/Cash) - 소유자의 현금 투자. 소유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 

중 25-30%를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 재무 역량/현금 흐름(Capacity/Cash Flow) - 사업체 소유자에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 소유자의 업계 경험, 

사업적 훈련, 관리 경험, 잘 수립된 사업 계획서는 이러한 역량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금 흐름 예상은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사업체가 

대출금 지급 등 재무적 의무를 만족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 어야 

합니다. 

- 담보(Collateral) – 담보로 삼을 가치가 있는 대상. 일반적으로 담보에는 

사업체 재산, 가구, 장치, 장비, 재고, 사업체 외 소유자의 자산(부동산, 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 특성(Character) - 소유자의 신용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나타나듯이 소유자가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확신. 

- 조건(Conditions) - 전반적인 환경(경제, 업계동향, 시장력)이 사업체의 성공 

잠재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확신. 

• 투자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행위는 규제가 심하고 

증권법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첫 계획 수립 시 자금 조달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창업 규모 축소, 물품/장비 

구매 축소, 장비 임대 또는 중고 장비 구매, 직원 고용 축소, 임대료가 저렴한 장소 

모색 등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 측면을 변경할 경우 매출 

예측에도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십시오. 

• 사업 자금 조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미국 중소기업 관리청 

- 중소기업 개발센터 

- 워싱턴 상무부 

- 미성년자 및 여성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사무실 

- 중소기업관리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재향군인 사안부 

- 워싱턴주의 소액 대출기관 

- Fundera 

http://bit.ly/startup-wisdom
http://dfi.wa.gov/sd/smallbusiness.htm
http://www.sba.gov/category/navigation-structure/loans-grants
http://www.wsbdc.org/funding-your-business
http://choosewashingtonstate.com/i-need-help-with/financing/
http://omwbe.wa.gov/linked-deposit-program/
http://www.sba.gov/about-offices-content/1/2985
http://www.sba.gov/about-offices-content/2/3157
https://www.fundera.com/resources/small-business-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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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워싱턴주의 중소기업 담당자 가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익명으로 처리되는 간단한 설문조사 에도 참여하셔서 중소기업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oria.wa.gov/Portals/_oria/VersionedDocuments/Business_Publications/sbl_flyer.pdf
https://www.surveymonkey.com/r/bizguide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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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개업  
 

1.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셨습니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보려면 “계획”칸을 클릭해 주십시오. 계획 관련 도움과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계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 미국 중소기업 관리청 

• SCORE 

• 비즈니스 임팩트 북서 지사 

• 워싱턴 여성 비즈니스 센터 

• 워싱턴주 중소기업 개발센터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 후 연락하십시오)  

• 비즈니스 및 전문 협회 

 

2.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셨습니까?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또는 일부라도 사업체의 자산을 매입할 경우 과거의 부채, 근로자 

보상 및 실업 보험 내역 평가, 상환되지 않은 채무를 의도치 않게 매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인수자는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채무는 일반 재정 문서에 나타나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체를 

매입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 국세청과 관련된 잠재적 부채의 경우, 사업체가 소유한 미납 세금에 관한 세금 

상태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 가구, 용품 등 매입에 

포함된 유형 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주 세무부(Department of Revenue)에 

이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자산 구매하기라는 제목의 

세금을 주제로 한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 근로자 산재 보상의 경우, 사업체 인수자는 체납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고 미해결 

또는 계류 중인 감사 평가의 대상이 되며, 보상 책임과 이에 수반되는 미래 

보험료율에 대한 영향을 상속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잠재적 인수자는 이 인수자 

주의 사항 공고에 나열된 자료와 정보를 해당 판매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 실업 보험의 경우, 의도하지 않게 과거의 채무를 구입하거나 과거 소유주의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구조 선택 

사업체는 법적 주체입니다. 사업체는 자산을 소유하고 은행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혜택과 유한 정도에 따라 유형이 다릅니다. 

https://www.sba.gov/business-guide/
http://www.score.org/
http://businessimpactnw.org/
http://www.wcwb.org/
http://www.wsbdc.org/
https://www.sos.wa.gov/library/wa_orgsubjects.aspx
https://dor.wa.gov/legacy/Docs/Forms/Misc/RequestForTxStatus_E.pdf
https://dor.wa.gov/legacy/Docs/Forms/Misc/RequestForTxStatus_E.pdf
https://dor.wa.gov/legacy/Docs/Forms/Misc/RequestForTxStatus_E.pdf
https://dor.wa.gov/find-taxes-rates/use-tax
https://dor.wa.gov/get-form-or-publication/publications-subject/tax-topics/buying-assets-business
http://www.lni.wa.gov/IPUB/101-183-000.pdf
http://www.lni.wa.gov/IPUB/101-183-000.pdf
http://www.lni.wa.gov/IPUB/101-183-000.pdf


 

15 

 

사업자에게 어떠한 사업체 구조가 “적합”한지는 사업자의 관심과 니즈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를 이해하려면 건전한 카운슬러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 

구조 형태를 알고 카운슬러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구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세금, 비즈니스 (SCORE, 중소기업 개발센터) 카운슬러를 찾아보십시오. 

다음을 고려해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및 향후 계획된 소유자의 수.  

• 개인 또는 실체(법인, 신탁 등) 와 같은 소유자 유형. 

• 부채 문제.  

• 연방세 관련(미국 국세청[IRS]).  

• 등록 및 세금 납부 준수 사항 및 비용.  

• 서류 작업과 사업체 관리 고려 사항.  

 

개인 회사는 1명의 개인 또는 1쌍의 부부가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설립에 적은 비용이 들고 특별한 보고 관련 준수 사항이 없습니다. 소유자는 모든 

사업체의 채무와 연방세에 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LLC)는 매우 흔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법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제 

한적으로 지지만 관리 측면의 준수 사항은 적습니다. LLC 소유자를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LLC를 설립하려면 워싱턴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세의 경우 

LLC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1인일 경우 개인 회사와 동일하게 처리되고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합명회사와 같이 처리됩니다. 그러나 실체 분류 선택 양식을 IRS에 

제출하면 LLC는 연방세 목적으로 법인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나, 

LLC를 설립할 때는 자격 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LLC는 운영 

합의서라고 불리는 관리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명회사는 개인 회사와 같으나 소유자가 2인 이상입니다. 합명회사의 파트너들은 관리 

의무, 이윤, 손실을 분담하고, 각각 사업체의 채무에 개인적 책임을 집니다. 파트너 1명의 

행동이 다른 파트너에게 개인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LLC가 생긴 이후에 

합자회사는 발생 수가 적어졌습니다. 연방세 목적으로 합명회사는 합명회사 파트너십 

환급을 제출해야 하고, 소득과 손실은 사업체를 소유한 범위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돌아갑니다. 

 

법인은 다른 형태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LLC와 마찬가지로 법인은 제한된 법적 책 임을 

갖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워싱턴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리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 문서는 규약이 됩니다. 법인은 주식 인증서 발행, 

연례 총회 개최, 회의록 기록, 이사 선임 등의 기타 요건도 갖습니다. 법인의 소유주는 

http://www.wsba.org/Resources-and-Services/Find-Legal-Help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2C%2Cid%3D120129%2C00.html
http://www.score.org/
http://www.wsbdc.org/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business-structur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business-structures
https://www.sos.wa.gov/corps/
http://www.irs.gov/pub/irs-pdf/f8832.pdf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sos.wa.gov/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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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또는 "주식 보유주"라고 합니다. 법인의 근무 소유자는 직원이므로 다른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방 급여세를 원천징수받고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IRS에 연방 

법인세 환급을 제출합니다. 시기에 따라 대상이 되거나 적용 가능할 경우 법인은 

패스스루(pass-through)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S-법인”). 패스스루(pass-through) 

과세는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납부하는 유형입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나 법인 설립 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합명회사(LP)는 중소기업에서는 흔히 이용되는 형태는 아니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흔히 발생합니다. LP는 1명 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1명 이상의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일반 파트너가 사업체를 관리하고 사업체의 수익과 손실을 완전히 배분합니다. 일반 

파트너는 자신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LLC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 파트너는 사업체의 이윤을 배분 받지만 손실은 자신이 투자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제한 파트너는 보통 일상적인 사업체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구조를 LP로 선택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LC와 법인과 

마찬가지로 LP를 설립할 때는 워싱턴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워싱턴주 사업 및 조직 구조 고려 사항: 

고려 사항 개인 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LLC) 

법인 

워싱턴 주 

국무장관을 통해 

제출 또는 등록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필요 

설립 난도 낮음 낮음 중간 중간/높음 

책무 개인 소유주가 

채무와 세금에 

대해 무제한 

책무를 짐. 

파트너들이 

채무와 세금에 

대해 무제한 

책무를 짐.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세금 

외 책무가 없음. 

주주는 

일반적으로 세금 

외 책무가 없음. 

운영 요건 상대적으로 법적 

요건이 거의 없음.  

상대적으로 법적 

요건이 거의 없음. 

운영 합의서 및 

연례 보고서 등 

일부 형식 요건 

있음. 

이사회, 연례 

총회, 연례 보고 

필수.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Corporation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https://www.sos.wa.gov/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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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사항 개인 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LLC) 

법인 

관리 개인 소유자가 

관리와 운영을 

완전히 통제.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각 

파트너마다 

동등한 발언권이 

있음. 

LLC는 운영과 

관리를 아우르는 

운영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법인은 운영을 

아우르는 규약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선출한 

이사들이 관리. 

연방세 개인 소유자가 

제반 영업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하고 

개별 환급을 통해 

세금을 납부. 

각 파트너가 

각자의 영업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하고 개별 

환급을 통해 

세금을 납부. 

LLC 구성원 1인이 

개인 자격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와. 구성원 

1인 이상이 

파트너십 

자격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법인(c-법인 또는 

s-법인)자격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을 IRS와 선택할 

수 있음. 

일반 법인 

(c-법인)의 경우, 

사업체 자격으로 

과세. 주주에게 

배당금이 배분될 

경우, 배당금은 

개인 수준에서 

과세. s-법인 

자격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IRS와 

선택할 수 있음. 

각 s-법인 주주는 

각자의 영업 소득 

및 비용을 

보고하고 개별 

환급을 통해 

세금을 납부. 

워싱턴주 소비세 

과세 및 

책무(워싱턴주 

세입부) 

영업 수입을 

기반으로 과세. 

개인 소유자가 

무제한 책무를 짐. 

영업 수입을 

기반으로 과세. 

일반 파트너들이 

무제한 책무를 짐. 

영업 수입을 

기반으로 과세. 

구성원들이 납세 

책무를 질 수 있음. 

영업 수입을 

기반으로 과세. 

운영 개인들이 

납세 책무를 질 

수 있음. 

 

유의 사항: 상기 정보는 오직 참고용입니다. 자세한 고려 사항을 알아보려면 각자 믿을 수 

있는 법적 또는 세금 자문관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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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체 이름 결정 

사업체 이름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망 고객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가? 

• 그래픽 디자인 및 마케팅에 잘 적용되는가? 

• 해당 이름을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가? 또는 법적 이름이나 트레이드 마크, 또는 서비스마크를 침해할 수 

있는가?  사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름인 “법적 주체 이름 (제 3조 3 RCW 

23.95)”  “상호,”와 그 이름을 사용할 독점권이 있는 “트레이드마크”의 차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특허 및 상표국, 워싱턴주 사업체 허가 서비스, 

국무장관, 및 다양한 웹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체가 법인이거나 유한책임회사일 경우, 이름에는 사업체 유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Corp., Inc., LLC, 등). 

 

LLC 또는 법인과 같은 법적 주체를 신청하면 법적 주체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워싱턴 

사업체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이름당 $5 의 비용으로 상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상표로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지적재산 변호사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의 활동이 워싱턴 주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될 경우 미국 특허 및 상표국 에 상표를 

제출하십시오. 사업 활동이 워싱턴 내에 유지될 경우 국무장관 에게 상표를 

제출하십시오. 

 

5. 법인이나 LLC 구조 선택 시 등록 

사업자가 선택한 사업 구조가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합자회사일 경우 사업체를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설립해야 합니다. 

 

• 워싱턴이 아닌 주에 사업체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워싱턴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초기 등록을 다른 

주에서 한 경우, 워싱턴주에서는 “외부 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할 경우 

워싱턴 내 운영에 관한 주 등록, 허가, 세금 비용이 절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 대리인”을 지명하십시오. 등록 대리인은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사업자의 

공식 사업체 관련 알림을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 변호사, 외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 또는 “설립 증서(Certificate of Formation)” 

(유한책임회사)”를 작성한 후 주 국무장관실에 제출하십시오. 

https://www.sos.wa.gov/corps/에서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3.95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3.95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3.95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3.95
https://dor.wa.gov/manage-business/grow-business/register-trade-names
http://www.uspto.gov/trademarks/index.jsp
http://www.uspto.gov/
https://secure.dor.wa.gov/gteunauth/?Link=Lookup
http://www.sos.wa.gov/corps/corps_search.aspx
http://www.wsba.org/Resources-and-Services/Find-Legal-Help
http://www.uspto.gov/trademarks/index.jsp
http://www.sos.wa.gov/corps/Trademarks.aspx
http://www.sos.wa.gov/corps/faq.aspx
https://www.sos.wa.gov/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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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을 제출하면 워싱턴주 통합 사업체 식별자, 즉 UBI 번호(주 사업체 식별 

번호)를 받게 됩니다. 참고: 다른 주 기관과 거래할 때에는 발급된 UBI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 “규약”(기업체), “운영 합의서”(유한책임회사) 또는 “파트너십 

합의서”(유한합명회사)와 같이 사업체의 관리 문서를 작성하십시오.  

 

6. 사업체 위치 결정 

사업체는 소매점, 음식점, 영업 사무실처럼 분명한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기반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체 허가 시 물리적인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위치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해당 위치가 고객들에게 매력을 주는가? 

• 위치와 관련된 창업비,운영비를 사업 계획서에 모두 반영하였는가? 

• 위치의 구역이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는가? 

• 위치의 임대 조건은 무엇인가? 

• 해당 위치에 대해 특별 인가가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 위치가 거주지라면 도시나 타운, 카운티 또는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이 사업체에 

어떠한 제한을 적용하게 되는가? 

 

7. 연방세 번호 수령과 연방세 납부 선택 사항 

고려(LLC, 법인) 

사업체가 개인 회사이거나 소유자가 1명인 LLC이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업체의 연방 식별 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체 

소유자들은 기밀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경우 연방 ID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납세자 ID 번호, 고용주 ID 번호라고도 함). 

 

개인 회사의 연방세 양식은 1040-스케줄 C이고 합명회사의 양식은 1065 양식입니다. 

표준 법인의 세금 보고 양식은 1120 입니다. S-법인 (패스스루 과세 양식은 1120S)의 

경우 사업체 설립 후 75일 이내에 2553 양식 - 중소기업 법인 선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2553 양식 안내 참고). IRS는 세금 처리 시 LLC를 분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1명일 경우 LLC는 개인 회사로,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합자회사 

과세를 따릅니다. 그러나 8832 양식을 통해 LLC는 연방세 목적으로 일반 또는 

S-법인으로 처리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과 자문은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http://www.sba.gov/content/leasing-commercial-space
http://mrsc.org/Home/Research-Tools/Washington-City-and-Town-Profiles.aspx
http://www.mrsc.org/countyprofiles/profilesmenu.aspx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er-ID-Numbers-EIN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ole-proprieto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orming-a-corporation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https://www.irs.gov/forms-pubs/form-2553-election-by-a-small-business-corporation
https://www.irs.gov/forms-pubs/form-2553-election-by-a-small-business-corporation
http://www.irs.gov/pub/irs-pdf/i2553.pdf
http://www.irs.gov/pub/irs-pdf/i2553.pdf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Limited-Liability-Company-LLC
http://www.irs.gov/pub/irs-pdf/f8832.pdf
http://www.irs.gov/pub/irs-pdf/f88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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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한 허가 및 인가 취득 

대부분의 사업체는 주정부 및 지역정부 수준 모두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여러 

사업체의 경우 특별 허가증 또한 취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 근거지 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위치에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체는 

추가 인가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사업체 허가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를 통하여 특별 사업체의 

허가 및 인가 조건을 이해하십시오. 의도하는 사업체 활동, 위치 및 기타 주요 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한 특별 허가 및 인가의 온라인 목록을 받으십시오. 

 

• 워싱턴주 사업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 임원급 직원에게 실업 보험을 제공할지 여부. 워싱턴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원급 직원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실업 보험이 면제됩니다. 임원급 직원에게 실업 보험을 보장하려면 

자발적 선택서(Voluntary Election Form)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 물리적 위치, 소유권 등 일반적인 사업체 정보. 

- 예상되는 총 연 매출 예측치. 

- 개업 후 90일 이내에 직원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사업체 소유자를 위한 비필수 근로자 산재보험을 원하는지 여부. 

• 사업체 허가 신청서는 주정부 사업체 허가 양식으로서 세무 부서, 고용 안정부, 

노동 및 산업부 등 여러 워싱턴 주정부 기관에 계정을 수립해 드립니다. 일부 지역 

및 특별 허가증은 사업체 허가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및 특별 

허가증 비용에 관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 사업체 허가 신청을 통해 처리될 수 없는 지역 허가증에 관한 내용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관할 도시 또는 타운 으로 연락하십시오.  

• 일부 사업체는 설계, 엔지니어,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카운슬러, 변호사, CPA 

등과 같은 전문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과 준수 사항은 해당 분야의 허가 

당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관련 사업체(음식점, 커피 스탠드, 케이터링, 식품 제조업체 등)는 조리실 

및 식품 처리자 인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카운티 보건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 및 처리업체는 워싱턴주 농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알코올 음료를 판매, 서빙 또는 제조할 경우 워싱턴주 주류 및 

대마초 위원회에 연락하여 어떤 종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마리화나가 주입된 제품의 경우, 마리화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체 허가 서비스로 문의하십시오. 시애틀에서 식당을 여는 

데에대한 도움은 Seattle restaurant site에 접속하여 확인하십시오.  

http://www.dol.wa.gov/listoflicenses.html
https://secure.dor.wa.gov/gteunauth/?Link=wiz
https://dor.wa.gov/open-business/apply-business-license
https://secure.dshs.wa.gov/home/default.aspx?rfs=PleaseLogin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how-to-get-a-workers-compensation-account/#owner-officer-and-exempt-employments-coverage
https://dor.wa.gov/open-business/apply-business-license
https://dor.wa.gov/city-license-endorsements
https://dor.wa.gov/manage-business/state-endorsements
https://mrsc.org/Home/Research-Tools/Washington-City-and-Town-Profiles.aspx
http://www.dol.wa.gov/listoflicenses.html
http://www.dol.wa.gov/listoflicenses.html
http://www.dol.wa.gov/listoflicenses.html
http://www.doh.wa.gov/AboutUs/PublicHealthSystem/LocalHealthJurisdictions.aspx
http://agr.wa.gov/FoodAnimal/FoodProcessors/
https://lcb.wa.gov/licensing/licensing-services
https://lcb.wa.gov/licensing/licensing-services
https://dor.wa.gov/manage-business/state-endorsements
http://www.growseattle.com/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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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관련 사업체는 컨트랙터로 등록되어야 하고 채권 및 보험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마케팅이나 입찰을 위해서도 컨트랙터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일부 서비스 업체는 컨트랙터 전문 업종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경우 컨트랙터로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a) 건설 잔해를 수거하는 건설 폐기물 수거 업체, 

(b) 화단 개조, 통로 제작, 수목 작업, 로퍼보다 강력한 기계로 수행하는 전지 작업, 

동력 기계로 수목 제거 작업을 하는 잔디 관리 서비스 업체, (c) 신규 건설 현장을 

청소하면서 건설 잔해를 치우는 관리 용역 업체, (d) 건물 또는 데크를 청소하는 

고압 세척 서비스 업체. 컨트랙터로 등록하지 않고 컨트랙터 서비스를 수행하면 

최소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문 컨트랙터 분류 설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는 카운티 및/또는 주정부 수준에서 인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운티 보건부 및 주정부 규제 혁신 및 지원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모텔 등 숙박업체는 워싱턴주 보건부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및 의료, 건강 서비스 제공업체는 워싱턴주 보건부 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보육 사업체는 워싱턴주 조기학습부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 운영 수립 

• 연방 ID 번호, 주 UBI 번호, 관리 문서(법인- 규약, LLC- 운영 합의서), 현금이 

있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에 가장 적합한 은행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융자 가능성(대출,신용 카드). 

- 사업체 제품, 서비스와 개별 비용. 

- 편의성(위치, 시간). 

- 직원과의 관계. 

• 아래 기술된 항목을 포함하여 규제 및 과세 요건을 확실히 이해합니다(참고: 

사업체 운영 챕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미국 국세청 - 소득세, 소셜시큐리티세, 메디케어, 연방 실업세. 

- 워싱턴주 세무부 - 사업 및 점유세, 판매세, 이용세, 특별세. 

- 워싱턴주 노동 및 산업부 - 컨트랙터 허가, 근로자 보상, 급여 및 근로시간법. 

- 워싱턴주 고용안정부 - 주 실업세,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보험금 징수. 

- 카운티 - 재산세, 식품 관련 준수 사항, 환경 준수 사항. 

- 도시, 타운, 카운티 - 허가 갱신, 간판 조례, 구획 제한 사항, 지역 사업 및 

점유세. 

• 신청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워싱턴 상무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로드맵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식당업 (Seattle, Tacoma,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contractors/register-as-a-contractor/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296-200A-016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296-200A-016
http://ora.wa.gov/resources/permitting.asp
http://ora.wa.gov/resources/permitting.asp
http://ora.wa.gov/resources/permitting.asp
http://www.doh.wa.gov/LicensesPermitsandCertificates/FacilitiesNewReneworUpdate/TransientAccommodations.aspx
http://www.doh.wa.gov/PublicHealthandHealthcareProviders/HealthcareProfessionsandFacilities.aspx
http://www.del.wa.gov/requirements/info/licensed.aspx
https://www.commerce.wa.gov/growing-the-economy/business-services/regulatory-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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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kane 및 Spokane Valley), 제조업 (Arlington, Lynnwood 및 Marysville – Piece 

카운티 및 Sumner가 곧 포함될 예정) 및 컨트랙팅 (Kennewick)이 포함됩니다. 

• 회계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회계사나 경력이 많은 회계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체 보험에 가입합니다.  

• 사업체가 여성, 미성년자, 경제적 미자립 사업체 또는 재향군인 소유 사업체 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인증 서류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10. 직원 고용 

• 필요할 경우, 직원 고용을 준비해 주십시오. 올바른 태도와 기술을 지닌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력 시장 정보를 포함한 고용 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WorkSource는 경험이 있고 근무 준비가 된 직원을 찾아드립니다. 

- 채용 박람회, 무료 온라인 채용 공고도 인력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금 공제의 경우 신규 직원 채용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 지원 을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 실습 훈련 임금 보조. 

- 직원 교육 리소스 - Career Bridge. 

- 연수 프로그램. 

- WorkSource 연수 

- 근로 학업 병행 직원. 

•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양식에 명시하면 사업체 허가 신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주정부 실업 세금 계정 생성을 위하여 고용안정부로 전달되고, 근로자 보상 

계정을 생성하고 미성년자 근로 허가 획득을 위하여 노동 및 산업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는 두 기관과 더불어 IRS에 분기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중소기업 가이드의 사업체 운영 챕터 참조).  

• 신규 채용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 3일 이내에 연방정부의 I-9 고용 자격확인서 와 

IRS W-4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사회 및 건강 서비스부 신규 채용 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매 신규 채용 및 

재채용 시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여기에서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신고는 안전한 웹 포털 Secure Access Washington(SAW)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직 SAW 계정이 없는 경우, 첫 신고 전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직원의 W-4 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비롯, 채용일과 생년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http://omwbe.wa.gov/certification/
http://www.dva.wa.gov/program/veteran-owned-business-certification
https://esd.wa.gov/labormarketinfo
https://www.worksourcewa.com/home.aspx?
https://secure.esd.wa.gov/home/WorkSourceWA/Employer/Account
https://esd.wa.gov/about-employees/recruiting-and-screening
https://esd.wa.gov/jobs-and-training/training-benefits-program
https://esd.wa.gov/jobs-and-training/on-the-job-training
http://www.careerbridge.wa.gov/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apprenticeship/apprenticeship-preparation
http://www.apprenticeshipwa.com/
http://www.apprenticeshipwa.com/
https://wsac.wa.gov/state-work-study
https://wsac.wa.gov/state-work-study
https://www.uscis.gov/i-9
https://www.uscis.gov/i-9
http://www.irs.gov/pub/irs-pdf/fw4.pdf?portlet=3
http://www.irs.gov/pub/irs-pdf/fw4.pdf?portlet=3
https://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new-hire-reporting
https://secure.dshs.wa.gov/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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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은 최소 임금, 초과 근무 수당, 휴직 및 직원 복지, 임산부를 위한 조치, 

미성년자 및 가족 고용, 작업장 안전, 비차별 등 많은 규정이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 외부 컨트랙터 고용은 흔히 잘못 인식되는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특정 개인이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거나, 여러 의뢰인/고객을 두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주법 및 연방법상 개인은 직원으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고용은 장부 기록 및 납세의 의무가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업체를 

계획할 때 규정과 비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 

• 임금 및 근로시간법(최저 임금, 시간외 수당, 근무 중 휴식 등) 

• 작업장 내 게시물 요건 

• 미성년자 고용 

• 차별 금지법 

• 외부 컨트랙터(노동 및 산업부) 

• 외부 컨트랙터(고용 안정부) 

• 외부 컨트랙터(IRS) 

• 작업장 안전(필수 서면 사고 방지프로그램 포함) 

• 연방정부 급여세 

• 자녀 양육비 원천징수법 

• 비경쟁 계약, 급여 내역 및 급여 비밀에 대한 제약 

• 단독 작업 근로자 보호 

• 시간외 수당 규칙의 변경 

• 동등한 급여 및 기회 법 

 

근로자 혜택 

• 주정부 실업세 

• 근로자 산재 보상 

• 워싱턴 의료 혜택 교환 

• 워싱턴 의료 플랜 찾기 

• 유급 병가 

•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 기타 휴직 

• 은퇴 설계 

https://lni.wa.gov/workers-rights/
https://lni.wa.gov/workers-rights/
https://lni.wa.gov/forms-publications/required-workplace-posters
https://lni.wa.gov/workers-rights/youth-employment/prohibited-duties
http://www.hum.wa.gov/employment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independent-contractors/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independent-contractor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lni.wa.gov/safety-health/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ment-taxes
https://www.dshs.wa.gov/node/8487
https://lni.wa.gov/workers-rights/workplace-policies/Non-Compete-Agreements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9-20/Pdf/Bill%20Reports/House/1696-S.E%20HBR%20FBR%2019.pdf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7-18/Pdf/Bill%20Reports/House/1506-S2%20HBR%20FBR%2018.pdf
https://lni.wa.gov/workers-rights/workplace-policies/isolated-worker-protections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overtime/changes-to-overtime-rules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equal-pay-opportunities-act/
http://www.esd.wa.gov/employer-taxes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do-i-need-a-workers-comp-account/
http://www.wahbexchange.org/
http://www.wahealthplafinder.org/
https://lni.wa.gov/workers-rights/leave/paid-sick-leave/
https://paidleave.wa.gov/
https://lni.wa.gov/workers-rights/leave/holiday-vacation-bereavement-leave
http://www.retirementmarketplace.com/


 

24 

 

참고: Seattle, Tacoma, SeaTac에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도시들의 최저 임금 및 기타 고용 

유급 병가요건은 시 측에 확인하십시오. 

 

1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12.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워싱턴주의 중소기업 담당자 가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익명으로 처리되는 간단한 설문조사 에도 참여하셔서 중소기업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부 의 Startup 웹 사이트에는 기사, 기술 지원 및 여성 소유 및 재향 군인 소유 기업에 

특화된 섹션을 포함한 훌륭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oria.wa.gov/Portals/_oria/VersionedDocuments/Business_Publications/sbl_flyer.pdf
https://www.surveymonkey.com/r/bizguidefeedback
http://startup.choosewashingtonst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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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급여 제공 
 

1. “급여”란 무엇입니까? 

“급여”는 직원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워싱턴 주 노동 및 

산업부(Washington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와 같은 주 정부나 연방정부 

기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2.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까? 

귀하가 고용하는 대부분의 개인은 법에 따라 “직원“으로 간주되며, 다음 대상을 

포함합니다 

• 임시 근로자 

- 급여를 자체적으로 지불하는 임시 고용 서비스 회사를 통해 고용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임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임시 근로자” 및 “1099 근로자“ 

• 일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 가치를 제공받는 친구나 가족 및 기타 인물 

• 외부 컨트랙터 

- 외부 컨트랙터가 고용법 적용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부 컨트랙터를 규정하는 몇 가지 법규가 있으며, 해당 법규가 정하는 

요건은 모두 각기 다릅니다.  

- 외부 컨트랙터 요건을 충족하여 특정한 고용법 적용에서 면제되는 

대상이라도 다른 법규에서까지 면제될 것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고용주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 급여세 납부 의무에 적용되는 외부 컨트랙터 관련 법규 

• 미국 국세청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 소득세 원천 징수, 연방 실업세 및 W-2 

보고에 대한 의무 확인 

• 노동 및 산업부  

근로자 산재보험 제공 의무 확인 

• 고용 안정부(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주 정부 실업세 납부 의무 확인 

•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프로그램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확인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do-i-need-a-workers-comp-account/
https://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s://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s://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s://paidleave.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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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를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 급여 및 관련 세금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 관리 및 

보관,지급 책임 이행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또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변경 사항을 계속 확인하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연초에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및 급여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다 한 해 동안 18개의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업주가 회계 담당자나 회계사, 급여 서비스 업체와 

계약하여 필요한 절차와 보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급여 계산 및 관련 세금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급여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4. 고용주에 대한 급여 보고 및 세금 납부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용주의 책임 및 의무 사항 대부분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 밑의 상세 

설명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조치  

순서에 따라)  

목적 조치 기관 

W-4 양식(첫 번째 

급여 제공 전 직원이 

작성. 신규 양식은 

언제든 작성 가능) 

직원 정보 및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 

결정과 관련해 필요 

기록 보관 미국 국세청 

I-9(고용 후 3일 

이내에 직원과 고용주 

모두가 작성)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 

기록 보관 미국 국토안보부 

(U.S. Dept. of 

Homeland 

Security)  

http://www.irs.gov/pub/irs-pdf/fw4.pdf
http://www.irs.gov/pub/irs-pdf/fw4.pdf
https://www.uscis.gov/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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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조치  

순서에 따라)  

목적 조치 기관 

직원 유급 병가 통지 

양식 (고용시 직원 및 

고용주가 작성) 

직원의 유급 병가 

자격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함 

직원에게 사본을 

제공하고 사본을 파일에 

보관 

워싱턴 주 

노동 산업부 

(WA Dept. of 

Labor & 

Industries) 

신규 고용 보고 

(고용이나 재고용 후 

20일 이내에 

고용주가 작성) 

기관이 직원의 자녀 

양육 의무를 확인 및 

신규 고용 정보를 

고용안전부 및 노동 

산업부에 공유 필요. 

온라인, 팩스 

(800-782-0624), 전화 

(800-562-0479)를 통해 

사회 및 건강 서비스부에 

보고 

워싱턴 주 사회 

및 건강 

서비스부 

(WA. Dept. of 

Social & Health 

Services) 

미국 국세청 전자 

연방세 납부 

시스템(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EFTPS)  

연방세 납부를 위한 

계좌 필요. 

계좌 개설 미국 국세청 

IRS 양식 941 -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세 

환급(고용주당  

분기 1회) 

 

직원 소득, 고용주와 

직원이 지불한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 

직원이 지불한 

소득세 보고.  

미국 국세청에 분기별로 

양식 우편 제출(기한: 

4/30, 7/31, 10/31, 1/31). 

미국 국세청 온라인 

시스템 EFTPS를 통해 

세금 납부 

미국 국세청 

근로자 산재보험료 

보고(고용주당  

분기 1회)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 

비용과 산재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 산재보험. 

www.lni.wa.gov에서 

작성 및 지불(기한: 4/30, 

7/31, 10/31, 1/31)  

워싱턴 주 노동 

및 산업부 

주 정부 실업세 

보고(고용주당 분기 

1회) 

실직한 직원에게 

실업 수당 제공. 

www.esd.wa.gov에서 

작성 및 지불(기한: 4/30, 

7/31, 10/31, 1/31) 

워싱턴 주 고용 

안정부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보고 

직원이 자신 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휴직 

paidleave.wa.gov에서 

작성 및 지불 (기한: 4/30, 

7/31, 10/31, 1/31) 

워싱턴 주 고용 

안정부.= 

https://lni.wa.gov/workers-rights/leave/paid-sick-leave/implementing-a-paid-sick-leave-policy
https://lni.wa.gov/workers-rights/leave/paid-sick-leave/implementing-a-paid-sick-leave-policy
https://lni.wa.gov/workers-rights/leave/paid-sick-leave/implementing-a-paid-sick-leave-policy
https://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new-hire-reporting
https://secure.dshs.wa.gov/home/
https://www.eftps.gov/eftps/
https://www.eftps.gov/eftps/
https://www.eftps.gov/eftps/
https://www.eftps.gov/eftps/
https://www.eftps.gov/eftps/
https://www.eftps.gov/eftps/
http://www.irs.gov/pub/irs-pdf/f941.pdf
http://lni.wa.gov/ClaimsIns/Insurance/File/Online/Default.asp
http://lni.wa.gov/ClaimsIns/Insurance/File/Online/Default.asp
http://lni.wa.gov/ClaimsIns/Insurance/File/Online/Default.asp
http://www.lni.wa.gov/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www.esd.wa.gov/
https://paidleave.wa.gov/
https://paidleave.wa.gov/
https://paidleave.wa.gov/
https://paidleave.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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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조치  

순서에 따라)  

목적 조치 기관 

IRS 양식 940 - 

고용주의 연례 연방 

실업세 환급 

국가 실업 보험 

프로그램 관리 비용 

지불 

미국 국세청에 양식 우편 

제출 및 미국 국세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1/31까지 전년에 대한 

비용 지불 

미국 국세청 

IRS 양식 W-2 - 

당해년의 모든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세금 

내역서 

직원이 연방 

소득세를 보고하는 

데 필요. 미국 국세청 

및 사회보장국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데 

필요. 

다음 해 1/31까지 모든 

직원에게 복사본 세 부씩 

제공. W-3 양식과 함께 

2/28까지 사회보장국에 

원본 제출  

미국 국세청 및 

사회보장국 

IRS 양식 W-3, 

급여 및 세금 내역서 

(W-2 양식) 제출 

사회보장국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데 

필요. 미국 

국세청에서 940 및 

941 양식과 조정하는 

데 필요. 

다음 해 2/28까지 

사회보장국에 W-2 

양식과 함께 제출. 

미국 국세청 및 

사회보장국 

 

연방 소득세 – 직원 지불 

•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 원천 징수 금액은 직원의 전체 급여 및 직원이 가장 최근에 작성한 IRS  

양식 W-4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천 징수 금액과 관련한 정보는 미국 국세청 간행물 15 – 고용주 세금 안내 

에 나와 있는 세금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국세청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인 EFTPS를 통해 기한까지 원천 징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십시오(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체 세금액에 따라 기한은 보통 

분기나 월 기준으로 설정) 

• IRS 양식 941 -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세 환급에 공제 대상이 되는 직원 정보도 

함께 작성하여 주십시오. 941 양식 기한: 

- 1분기 - 4월 30일 

- 2분기 - 7월 31일 

- 3분기 - 10월 31일 

- 4분기 - 다음 해 1월 31일. 

 

http://www.irs.gov/pub/irs-pdf/f940.pdf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w2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w2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Understanding-Employment-Taxes
http://www.irs.gov/pub/irs-pdf/fw4.pdf
http://www.irs.gov/pub/irs-pdf/fw4.pdf
http://www.irs.gov/pub/irs-pdf/p15.pdf
https://www.eftps.gov/ef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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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 – 직원과 고용주가 지불 

• 직원의 전체 급여(소득세 원천 징수에서 적용한 전체 급여액을 동일하게 적용) 및 

급여상의 기타 보상에서 7.65%를 원천 징수합니다. 

-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6.2% 원천 징수 

- 메디케어 세금은 1.45% 원천 징수 

• 고용주의 원천 징수 비율은 직원의 원천 징수 비율과 동일합니다.  

• 고용주는 직원과 고용주 본인의 원천 징수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미국 국세청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인 EFTPS를 통해 기한까지 직원과 고용주의 

원천 징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십시오(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체 세금액에 따라 

기한은 보통 분기나 월 기준으로 설정). 

• IRS 양식 941 -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세 환급에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 

정보도 함께 작성하여 주십시오. 941 양식 기한: 

- 1분기 - 4월 30일 

- 2분기 - 7월 31일 

- 3분기 - 10월 31일 

- 4분기 - 다음 해 1월 31일 

 

연방 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es, FUTA) – 고용주 지불 

• 직원의 전체 급여와 기타 보상을 종합하여 연방 실업세를 계산하십시오. 

• 연방 실업세는 당해년 직원의 급여 및 기타 보상의 총합이 최대 $7000 이하인 

경우 지불합니다.  

• 당해년 직원 소득이 $700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방 실업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미국 국세청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인 EFTPS 를 통해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여 

주십시오(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급여에 따라 기한은 보통 분기나 년 기준으로 

설정). 

• IRS 양식 940 작성 – 연말에 고용주의 연례 연방 실업세 환급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방 급여 및 세금 내역서(양식 W-2) 및 양식 W-3 제출 

• 1월 31일까지 모든 직원에게 전년의 직원 소득 및 연방 원천 징수 금액을 요약한  

W-2 양식 복사본을 배부하십시오. 

• 양식 W-3 작성 – 고용주가 발행한 모든 W-2 양식을 요약한 급여 및 세금 내역서 

제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2월 말일까지 전년에 대한 W-3 양식과 모든 W-2 양식의 원본을 사회보장국에 

제출하십시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Understanding-Employment-Taxes
https://www.eftps.gov/eftps/
http://www.irs.gov/pub/irs-pdf/f941.pdf
http://www.irs.gov/pub/irs-pdf/f941.pdf
https://www.irs.gov/uac/About-Form-940
https://www.irs.gov/uac/About-Form-940
https://www.eftps.gov/eftps/
http://www.irs.gov/pub/irs-pdf/f940.pdf
http://www.irs.gov/pub/irs-pdf/f940.pdf
https://www.irs.gov/uac/About-Form-W2
https://www.irs.gov/uac/About-Form-W2
https://www.irs.gov/uac/About-Form-W2
http://www.irs.gov/pub/irs-pdf/fw3.pdf
http://www.irs.gov/pub/irs-pdf/fw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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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 직원과 고용주가 지급 

• 주 플랜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십시오. 

• 고용주는 급여에서 직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직원을 대신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누락된 보험료를 이후 급여 기간에 징수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는 직원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보험료는 직원과 대부분의 고용주가 분담합니다. 

• 보험료는 사회 보장 임금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 사업체 UBI 번호, 사업체 이름 및 연락처 정보로 계정을 만듭니다. 

• 고용주는 직접 제출, 단일 제출을 통해 보고하거나 고용주의 대리인이 ICESA 

파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지불합니다. 

• 만기 날짜 

-1 분기 – 4월 30일 

-2 분기 – 7월 31일 

-3 분기 – 10월 31일 

-4 분기 – 다음 해 1월 31일. 

• 고용주는 승인된 자발적 플랜을 따르거나 주 플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플랜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 정부 실업세(State Unemployment Taxes, SUTA) – 고용주 지불 

• 워싱턴 주 고용안정부에서 제공한 세금 비율을 적용하십시오. 

• 주 정부 실업세는 연간 최대 한도 내에서 직원의 급여 및 기타 보상에 대해 

지불합니다. (2021년의 “실업세 지불 대상 급여"는 $56,500입니다.) 

• 직원 소득이 실업세 지불 대상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주 정부 

실업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으로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 기한 

- 1분기 - 4월 30일 

- 2분기 - 7월 31일 

- 3분기 - 10월 31일 

- 4분기 - 다음 해 1월 31일. 

 

주 정부 근로자 산재 보험료 – 고용주와 직원 지불액 

• 워싱턴 주 노동 및 산업부(L&I)에서 제공한 요율을 적용하십시오. 

• 대부분의 경우, 요율은 전체 근로 시간과 여러분의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동 및 

산업부에서 지정한 위험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https://paidleave.wa.gov/
https://paidleave.wa.gov/estimate-your-paid-leave-payments/
https://paidleave.wa.gov/reporting
https://paidleave.wa.gov/reporting/
https://paidleave.wa.gov/employer-agents/
https://paidleave.wa.gov/employer-agents/
https://paidleave.wa.gov/
https://paidleave.wa.gov/voluntary-plans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s://lni.wa.gov/insurance/rates-risk-classes/rates-for-workers-compensation/calculating-premium-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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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및 산업부에서 지정한 위험 등급 중 귀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요율에 

타임시트 상의 직원 근로 시간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십시오. 

• 휴가, 병가, 휴일은 보험료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고용주는 급여를 받는 직원의 근로 시간을 월 160시간이나 분기당 480시간으로 

계산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고하는 경우, 급여를 제공받는 

직원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직원에게는 타임시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트럭 수송 사업의 경우, 노동 및 산업부에 특별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의 급여에서 직원에게 적용되는 요율(노동 및 산업부에서 제공한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십시오. 

•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 기한 

- 1분기 - 4월 30일  

- 2분기 - 7월 31일  

- 3분기 - 10월 31일  

- 4분기 - 다음 해 1월 31일. 

 

워싱턴 주 이외 지역에 보유한 직원이 있습니까? 

• 동일한 연방정부 지정 요건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귀하가 직원을 보유한 지역의 주 정부가 지정하는 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주십시오. 

 

5.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급여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급여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정부 기관에서 직원 급여 기록을 열람하고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기관은 납부 

세금을 추산하고, 기록 미보관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 급여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보관 기간에 대한 요건에 

차이가 있으나, 6년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 보관해야 할 급여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정보(이름, 고용일, 직위 및 직무,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직무 변경일, 

고용 종료일) 

- 모든 직원에 대한 W-4 양식  

- 급여율 

- 급여 기본 정보(시간당- 급여, 월별 급여, 커미션, 상여금, 성과급 등) 

https://lni.wa.gov/insurance/quarterly-reports/file-quarterly-reports/
https://lni.wa.gov/insurance/quarterly-reports/file-quarterly-reports/


 

 

33 

- 타임시트(근무한 날짜 및 시간 포함, 만약 산재 위험 등급이나 직종별 급여에 

상이한 "직무 범위"가 다수 적용되는 경우에는 업무 내역도 포함) 

- 현금 외 보상(아파트, 차량 등) 

- 초과 근무 수당 계산액 

- 유급 병가 누적,사용 및 사용 가능 시간. 정규 근무 및 초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병가를 계산합니다. 최소 요구 사항은 40시간 근무 당 

1시간의 병가 (또는 근무 시간당 0.025 시간의 병가)입니다. 

- 전체 급여 계산액 

- 직원의 세금 원천 징수액 

- 직원의 승인을 받은 기타 급여 공제액(의료 보험, 헬스클럽 멤버십, 기부 공제 

등) 

- 급여 확인 기록부 

- 직원 급여 기록(급여 명세서)  

- 입출금 내역서 

- 세금 보고 및 지불 기록 

6.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급여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 제공 시 항목별로 구분한 급여 명세서나 급여 수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내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 해당 기간 

- 급여 기본 정보 및 요율(기본 정보에는 시간당 급여, 정기 급여, 성과급 등 

포함)  

- 총 지불액 

- 항목별로 구분된 세금 및 기타 급여 공제액 

- 최종 지불액(총 지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 유급 병가 누적, 사용 및 사용 가능 시간 (통지는 급여 명세서와 별도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Seattle, Tacoma에서 일하는 경우 현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 측에 확인하십시오) 

• 해당 정보는 급여 지급일에 직원이 열람할 수 있다면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직원이 Seattle, Tacoma에서 일하는 경우 최저 임금 및 기타 고용 요건에 대해서는 

시 측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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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여 수표를 발급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초과 근무시간 계산을 위해 7일간의 표준 근무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 많은 고용주가 월요일 오전 12시 정각부터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이를 설정합니다. 

- 고용주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기본 근무 구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경우, 사업상의 이유에 

한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표준 주기 및 지급일을 설정하십시오. 최대 매월 주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 매주:  

 급여 기간이 월요일에서 일요일일 때 

  --> 급여 지급일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 2주마다:  

 급여 기간이 월요일에서 2번째 일요일일 때 

  --> 급여 지급일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 한 달에 두 번(반 개월 주기): 

 1번째 급여 기간이 그 달의 1일부터 15일일 때 

  --> 급여 지급일은 25일입니다  

 2번째 급여 기간이 16일부터 월말까지일 때 

  --> 급여 지급일은 그 다음 달 10일입니다 

- 매월 

 급여 기간이 어느 달의 25일부터 그 다음 달의 24일까지일 때 

  --> 급여 지급일은 그 다음 달의 1일입니다 

• 급여 기본 정보를 설정하십시오 

- 시간당 급여: 한 시간 근무당 일정 금액 지급 

- 정기 급여: 급여 지급 주기당 일정 금액 지급 

• 정기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과 근무 시간 계산"을 참조하십시오 

• 한 달에 두 번 또는 한 번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초과 근무 시간 계산 시 

이전 급여 지급 기간을 검토해 직원의 근무 시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성과급: 생산한 제품 개수나 제공한 서비스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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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션: 판매나 이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혼합형: 두 개 이상의 기준을 혼합하여 지급 

 

8.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로 숙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직원들에게 여러분의 급여 계산 내역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급여 지급일마다 아래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십시오. 

- 총 지불액 

- 세금 공제액 

- 기타 급여 공제액 

- 유급 병가 누적, 사용 및 사용 가능 시간 

• 노동 및 산업부가 제공하는 급여 관련 정보 웹 페이지를 확인하여 급여 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직원과 초과 근무 수당 비적용 직원: 

- 대부분의 직원은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시 기본 급여 비율의 1½에 해당하는 

비율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시간당 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려면 

• 직원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십시오.  

• 초과 근무 시간에 직원의 시간당 급여를 곱하십시오 

• 위의 계산값에 1.5를 곱하십시오. 

- 시간당 급여, 정기 급여, 성과급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노동 및 산업부에서 제공한 초과 근무 

시간 계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법에 따라 귀하는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면 급여 세금 공제액에도 변동 사항이 발생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노동 및 산업부가 제공하는 초과 근무 이해 웹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주는 일부 매니저, 관리자, 중요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전문가, 외부 

판매 대리인, 일부 입주 간병인, 일부 농장 노동자, 기타 몇몇 유형의 일부 

노동자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초과 

근무 수당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기 전에, 노동 및 산업부가 제공하는 

초과 근무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 업무 웹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lni.wa.gov/workers-rights/workplace-policies/payroll-and-personnel-records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overtime/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overtime/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overtime/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overtime/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overtime/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overtime/jobs-not-paid-over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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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공제액 

- 노동 및 산업부가 제공하는 급여 공제 웹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급여 비용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 • 워싱턴주의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수당 비용을 계산하려면 고용 안정부의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 -고용주: https://paidleave.wa.gov/estimate-your-paid-leave-payments/ 

• -직원: https://paidleave.wa.gov/question/how-much-money-will-i-receive/ 

• 온라인 “급여 계산기”를 통해 급여 비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조) 급여 

계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당 급여 계산기이며 다른 

하나는 정기 급여 계산기입니다. 

• 흰색 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회색 칸에서 급여가 자동 계산됩니다.  

• 시간당 급여, 정기 급여 및 근무한 시간 이외에도 고용 안전부가 제공하는 주 정부 

실업 보험 세금 비율과 노동 및 산업부가 제공하는 근로자 산재보험 비율을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실업 보험 세금 비율을 모르는 경우, 일반적인 추정치인 2%를 입력하거나  

고용 안전부 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요율을 모르는 경우, 요율 및 위험 등급에서 유사한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비율을 참조하거나, 정확한 요율이 중요할 경우 360-902-4817 

번으로 노동 및 산업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고용주로서 갖게 되는 기타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getting-paid/paycheck-deductions
https://paidleave.wa.gov/estimate-your-paid-leave-payments/
https://paidleave.wa.gov/question/how-much-money-will-i-receive/
https://www.oria.wa.gov/site/alias__oria/724/default.aspx#PayrollCalculators
https://www.oria.wa.gov/site/alias__oria/724/default.aspx#PayrollCalculators
https://esd.wa.gov/employer-taxes#tax-rates
https://lni.wa.gov/insurance/rates-risk-classes/risk-classes-for-workers-compensation/risk-class-lookup#/
http://www.oria.wa.gov/site/alias__oria/702/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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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까? 

• 고용주는 급여에 요구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직원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사업장에 필요한 포스터 게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 제공, 18세 이하의 근로자 고용 시 미성년자 고용 허가 및 승인 

취득 및 기타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노동 및 산업부 워크숍에 참석하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 또한 모든 신규 직원을 사회 보건 서비스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침은 

http://NewHire.w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워싱턴 주 중소기업 가이드 의 성장 과 

운영 챕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워싱턴주의 중소기업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익명으로 처리되는 간단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셔서 중소기업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ttps://lni.wa.gov/safety-health/preventing-injuries-illnesses/create-a-safety-program/
https://www.lni.wa.gov/forms-publications/required-workplace-posters
https://lni.wa.gov/workers-rights/workplace-policies/rest-breaks-meal-periods-and-schedules
https://lni.wa.gov/workers-rights/workplace-policies/rest-breaks-meal-periods-and-schedules
https://lni.wa.gov/workers-rights/workplace-policies/rest-breaks-meal-periods-and-schedules
https://lni.wa.gov/workers-rights/youth-employment/how-to-hire-minors
https://lni.wa.gov/workers-rights/youth-employment/how-to-hire-minors
https://www.lni.wa.gov/workshops-training/
http://newhire.wa.gov/
http://www.oria.wa.gov/site/alias__oria/345/default.aspx
http://www.oria.wa.gov/Portals/_oria/VersionedDocuments/Business_Publications/sbl_flyer.pdf
https://www.surveymonkey.com/r/bizguide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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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개업  
 

타 주 사업체를 워싱턴주에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업자의 타 주 사업체는 워싱턴 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워싱턴 사업체의 인수. 

• 워싱턴에 물리적인 위치가 존재. 

• 워싱턴에 장단기 계약 수행. 

• 워싱턴이 거주지인 직원을 고용. 

• 워싱턴에 과세 대상 있음(예: nexus).  

 

1. 워싱턴에 위치해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십니까?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또는 일부라도 사업체의 자산을 매입할 경우 과거의 부채, 근로자 

보상 및 실업 보험 내역 평가, 상환되지 않은 채무를 의도치 않게 매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인수자는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채무는 일반 재정 문서에 나타나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체를 

매입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 국세청과 관련된 잠재적 부채의 경우, 사업체가 소유한 미납 세금에 관한 세금 

상태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 가구, 용품 등 매입에 

포함된 유형 자산의 가치에 관하여 주 세무부(Department of Revenue)에 이용세 

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자산 구매하기라는 제목의 세금을 

주제로 한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 근로자 산재 보상의 경우, 사업체 인수자는 체납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고 미해결 

또는 계류 중인 평가의 대상이 되며, 보상 책임과 이에 수반되는 미래 보험료율에 

대한 영향을 상속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잠재적 인수자는 이 인수자 주의 사항 

공고에 나열된 보상 건과 안전 기록을 판매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 실업 보험의 경우, 의도하지 않게 과거의 채무를 구입하거나 과거 소유주의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타 주(워싱턴주 외) 등록 – 법인 회사 및  

https://dor.wa.gov/legacy/Docs/Forms/Misc/RequestForTxStatus_E.pdf
http://dor.wa.gov/content/getaformorpublication/publicationbysubject/taxtopics/ReportSaleofBusiness.aspx
https://dor.wa.gov/get-form-or-publication/publications-subject/tax-topics/buying-assets-business
https://lni.wa.gov/forms-publications/F101-183-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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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 회사 

회사가 개인 회사,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중 어떠한 형태입니까? 법인 

회사나 유한책임회사(LLC)일 경우, 먼저 워싱턴주 국무장관 사무실 에서 “타 주 영리법인 

- 승인 인증서” 또는 “타 주 LLC 등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타 주 법인 또는 LLC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금 조달이나 

수주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에 대해 개인 소유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워싱턴 특별 허가증 및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컨트랙터 및여러 

사업체에 필수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점과 위험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 대리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등록 대리인은 귀하의 공식 사업체 관련 

알림을 받을 물리적 주소가 워싱턴주에 존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3. 필요한 허가 및 인가 취득 

대부분의 사업체는 주정부 및 지역 정부 수준 모두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여러 

사업체의 경우 특별 허가증 또한 취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 근거지 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위치에서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체는 추가 

인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및 인가에 관련된 비용 및/또는 연간 갱신 수수료를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사업체 허가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를 통하여 특별 사업체의 

허가 및 인가 조건을 이해하십시오. 의도하는 사업체 활동, 위치 및 기타 주요 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한 특별 허가 및 인가의 온라인 목록을 받으십시오. 

• 워싱턴주 사업체 허가 신청서 를 제출할 경우 다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 물리적 위치, 소유권 등 일반적인 사업체 정보. 

- 예상되는 총 연 매출 예측치. 

- 개업 후 90일 이내에 직원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사업체 소유자를 위한 비필수 근로자 산재 보험을 원하는 지 여부. 소유주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현장 상해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형 보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여러분의 사업체 

직원들의 산재 보상 계정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원급 직원에게 실업 보험을 제공할지 여부. 워싱턴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원급 직원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실업 보험이 면제됩니다. 임원급 직원에게 실업 보험을 보장하려면 

https://www.sos.wa.gov/corps/
http://www.sos.wa.gov/corps/ProfitCorporationsOnlineandPaperRegistration.aspx
http://www.sos.wa.gov/corps/ProfitCorporationsOnlineandPaperRegistration.aspx
http://www.sos.wa.gov/corps/ProfitCorporationsOnlineandPaperRegistration.aspx
http://www.sos.wa.gov/corps/ProfitCorporationsOnlineandPaperRegistration.aspx
https://www.sos.wa.gov/corps/faq.aspx
http://www.dol.wa.gov/listoflicenses.html
https://secure.dor.wa.gov/gteunauth
https://dor.wa.gov/open-business/apply-business-license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how-to-get-a-workers-compensation-account/#owner-officer-and-exempt-employments-coverage
https://lni.wa.gov/forms-publications/F213-042-0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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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선택서(Voluntary Election Form)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에서 확인하십시오. 

• 사업체 허가 신청서 는 주정부 사업체 허가 양식으로서 세무 부서, 고용 안정부, 

노동 및 산업부 등 여러 워싱턴 주정부 기관에 계정을 수립해 드립니다. 일부 지역 

및 특별 허가증은 사업체 허가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및 특별 

허가증 비용에 관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 사업체 허가 신청을 통해 처리될 수 없는 지역 허가증에 관한 내용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관할 도시 또는 타운 으로 연락하십시오. 

• 일부 사업체는 설계, 엔지니어,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카운슬러, 변호사, CPA 

등과 같은 전문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과 준수 사항은 해당 분야의 허가 

당국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관련 사업체(음식점, 커피 스탠드, 케이터링, 식품 제조업체 등)는 조리실 및 

식품 처리자 인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보건부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 및 처리업체는 워싱턴주 농무부 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알코올 음료를 판매, 서빙 또는 제조할 경우 워싱턴주 주류 및 대마초 위원회에 

연락하여 어떤 종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마리화나가 주입된 

제품의 경우, 마리화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체 허가 서비스 

로 문의하십시오. 시애틀에서 식당을 열고자 할 경우, 시애틀 식당 웹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 건설 거래 관련 사업체는 건설업체로 등록 되어야 하고 채권 및 보험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마케팅이나 입찰을 위해서도 

건설업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는 카운티 및/또는 주정부 수준에서 인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운티 보건부 및 주정부 규제 혁신 및 

지원국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모텔 등 숙박업체는 워싱턴주 보건부 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및 의료, 건강 서비스 제공업체는 워싱턴주 보건부 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보육 사업체는 워싱턴주 조기학습부 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류를 판매하거나 생산할 계획이라면 워싱턴 주 주류 및 대마초 위원회에 

연락하여 어떤 종류의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십시오. 

 

4. 워싱턴 거주 직원 고용 

• 필요할 경우, 직원 고용을 준비해 주십시오. 올바른 태도와 기술을 지닌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력 탐색기 등 고용 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s://esd.wa.gov/employer-taxes/corporate-officers-FAQ
https://dor.wa.gov/open-business/apply-business-license
https://dor.wa.gov/city-license-endorsements
https://dor.wa.gov/manage-business/state-endorsements
https://mrsc.org/Home/Research-Tools/Washington-City-and-Town-Profiles.aspx
http://www.dol.wa.gov/listoflicenses.html
http://www.dol.wa.gov/listoflicenses.html
http://www.dol.wa.gov/listoflicenses.html
http://www.doh.wa.gov/AboutUs/PublicHealthSystem/LocalHealthJurisdictions.aspx
http://agr.wa.gov/Marketing/SmallFarm/greenbook/
https://lcb.wa.gov/licensing/licensing-services
https://dor.wa.gov/manage-business/state-endorsements
http://www.growseattle.com/restaurant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contractors/register-as-a-contractor/
http://www.oria.wa.gov/
http://www.oria.wa.gov/
http://www.oria.wa.gov/
http://www.doh.wa.gov/LicensesPermitsandCertificates/FacilitiesNewReneworUpdate/TransientAccommodations.aspx
http://www.doh.wa.gov/PublicHealthandHealthcareProviders/HealthcareProfessionsandFacilities.aspx
http://www.del.wa.gov/requirements/info/licensed.aspx
https://lcb.wa.gov/licensing/licensing-services
https://esd.wa.gov/labormarke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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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WorkSource 는 경험이 있고 근무 준비가 된 직원을 찾아드립니다. 

- 채용 박람회, 무료 온라인 채용 공고 도 인력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금 공제 의 경우 신규 직원 채용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 지원 을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 실습 훈련 임금 보조. 

- 직원 교육 리소스 - Career Bridge. 

- 연수 프로그램. 

- WorkSource 연수 

- 근로 학업 병행 직원 

• 사업체 허가 신청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주정부 실업 세금 계정 수립을 위하여 

고용안정부로 전달되고, 근로자 보상 계정을 수립하고 미성년자 근로 허가 

획득을 위하여 노동 및 산업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는 두 기관과 더불어 미국 

국세청(IRS)에 분기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중소기업 가이드의 사업체 운영 챕터 

참조). 

• 신규 채용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 3일 이내에 연방정부의 I-9 고용 자격확인서와 

IRS W-4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또한 사회 및 건강 서비스부 신규 채용 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매 신규 채용 및 

재채용 시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안전한 웹 포털 Secure 

Access Washington(SAW)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직 SAW 계정이 없는 경우, 첫 

신고 전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직원의 W-4 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비롯, 채용일과 생년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 고용에는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유급병가, 미성년자 및 가족 고용, 작업장 

안전 등에 중요한 규정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 흔히 외부 컨트랙터 고용 분야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이 직접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의 허가를 받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고, 다수의 의뢰인/고객을 두고 있지 않고, 여러분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주법 및 

연방법상 해당 개인은 직원으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고용은 장부 기록과 조세가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업체를 계획할 때 

규정과 비용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동법 

- 임금 및 근로시간법(최소 임금, 초과 근무, 휴식 시간 등) 

- 작업장 안내문 준수 사항 

- 미성년자 고용 

- 차별 금지법 

https://www.worksourcewa.com/home.aspx?
https://secure.esd.wa.gov/home/WorkSourceWA/Employer/Account
https://esd.wa.gov/about-employees/recruiting-and-screening
https://esd.wa.gov/jobs-and-training/training-benefits-program
https://esd.wa.gov/jobs-and-training/on-the-job-training
http://www.careerbridge.wa.gov/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apprenticeship/apprenticeship-preparation
http://www.apprenticeshipwa.com/
http://www.apprenticeshipwa.com/
https://wsac.wa.gov/state-work-study
https://www.uscis.gov/i-9
https://www.uscis.gov/i-9
http://www.irs.gov/pub/irs-pdf/fw4.pdf?portlet=3
http://www.irs.gov/pub/irs-pdf/fw4.pdf?portlet=3
https://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new-hire-reporting
https://secure.dshs.wa.gov/home/
https://secure.dshs.wa.gov/home/
https://lni.wa.gov/workers-rights/
https://lni.wa.gov/workers-rights/
https://lni.wa.gov/forms-publications/required-workplace-posters
https://lni.wa.gov/workers-rights/youth-employment/prohibited-duties
http://www.hum.wa.gov/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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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컨트랙터(노동 및 산업부) 

- 외부 컨트랙터(고용 안정부) 

- 외부 컨트랙터(IRS) 

- 작업장 안전(필수 서면 사고 방지 프로그램 포함) 

- 연방정부 급여세 

- 자녀 양육비 원천징수법 

- 비경쟁 계약, 급여 내역 및 급여 비밀에 대한 제약 

- 단독 작업 근로자 보호 

- 시간외 수당 규칙의 변경 

- 동등한 급여 및 기회 법 

 

근로자 혜택 

- 주정부 실업세 

- 근로자 산재 보상 

- 워싱턴 의료 혜택 교환 

- 워싱턴 의료 플랜 찾기 

- 유급 병가 

-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 기타 휴직 

- 은퇴 설계 

 

참고: Seattle, Tacoma 또는 SeaTac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도시의 최저 임금 

및 기타 고용 요건을 병가 의무를 확인하십시오. 

 

5. 필요한 보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주정부 영업세: 

워싱턴주는 개인 또는 사업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 대신 주정부 세금에는 사업 및 점유세, 

판매 및 이용세, 재산세, 다양한 업계별 세금이 포함됩니다. 워싱턴주 

세무부(DOR)는60가지 이상의 세금을 관장합니다. 

 

주정부 세금: 

• 사업 및 점유(B&O)세 - 사업체의 총매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정부 B&O 

세금과 더불어 여러 도시와 타운은 지역 B&O 세금을 부과합니다(아래 참조). 

• 판매세 - 사업체는 대부분의 소매 제품, 건설 활동, 일부 서비스를 판매할 때 

고객으로부터 판매세를 받습니다. 판매세는 최종 지역을 기준 으로 하기 때문에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independent-contractors/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independent-contractor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lni.wa.gov/safety-health/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ment-taxes
https://www.dshs.wa.gov/node/8487
https://lni.wa.gov/workers-rights/workplace-policies/Non-Compete-Agreements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9-20/Pdf/Bill%20Reports/House/1696-S.E%20HBR%20FBR%2019.pdf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7-18/Pdf/Bill%20Reports/House/1506-S2%20HBR%20FBR%2018.pdf
https://lni.wa.gov/workers-rights/workplace-policies/isolated-worker-protections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overtime/changes-to-overtime-rules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equal-pay-opportunities-act/
http://www.esd.wa.gov/employer-taxes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do-i-need-a-workers-comp-account/
http://www.wahbexchange.org/
http://www.wahealthplafinder.org/
https://lni.wa.gov/workers-rights/leave/paid-sick-leave/
https://paidleave.wa.gov/
https://lni.wa.gov/workers-rights/leave/holiday-vacation-bereavement-leave
http://www.retirementmarketplace.com/
https://dor.wa.gov/
https://dor.wa.gov/find-taxes-rates/business-occupation-tax
https://dor.wa.gov/find-taxes-rates/retail-sale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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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를 받는 사업체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된 위치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DOR에는 세율과 지역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도구 가 있습니다. 

• 이용세 - 이용세는 오리건에서 인터넷 구매 또는 직접 구매 등 사업체가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고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 

• 부동산 및 개인 재산세 - 사업체는 부동산, 건물, 기타 구조물, 가구, 장비, 기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DOR이 아닌 카운티가 

징수합니다. 

• 업종별 세금 - 호텔/모텔, 렌터카, 담배 등 특정 업종에 적용되는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특별세가 귀하의 사업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제목을 클릭해 

주십시오. 

 

타 주 사업체는 워싱턴주에 “nexus”(세금 connection)가 있는 경우, 특정 활동에 대해 

워싱턴주 세금법을 적용받습니다. 특정 사업 활동에 대해 다양한 넥서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넥서스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는 세관당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타 

주 사업체 세금 가이드 및 넥서스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DOR에 특별소비세 환급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지정되는 세금 제출 빈도 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예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 빈도가 월별 또는 분기별일 경우, 사업체는 세금을 DOR 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인 My DOR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몇 가지 납부 옵션 중 

하나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My DOR 등록 및 제출에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360-705-6705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세금 계산과 보고를 돕기 위하여 DOR이 제공하는 그 밖의 정보 및 

도구입니다: 

• 영업세 가이드 

• 신규 영업세 워크숍 일정 

• 일반적인 세금 분류 

• 업계별 가이드 

• 세금 인센티브 및 특별 공제 

• 리셀러 인가 

• 판매세율 조회 

• 일반 세금 문의 

• 세금 판결 요청 

• 미등록 재산 

• 사업체 정보 수정 

 

https://webgis.dor.wa.gov/taxratelookup/SalesTax.aspx
http://dor.wa.gov/content/FindTaxesAndRates/UseTax/
https://dor.wa.gov/taxes-rates/property-tax
https://dor.wa.gov/taxes-rates/other-taxes
https://dor.wa.gov/education/industry-guides/out-state-businesses
https://dor.wa.gov/file-pay-taxes
https://dor.wa.gov/file-pay-taxes/filing-frequencies-due-dates
https://secure.dor.wa.gov/home/Login
https://dor.wa.gov/get-form-or-publication/publications-subject/tax-topics/all-quarterly-and-monthly-taxpayers-are-required-file-and-pay-electronically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ExciseTax/BusinessTaxBasics.pdf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ExciseTax/BusinessTaxBasics.pdf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ExciseTax/BusinessTaxBasics.pdf
https://dor.wa.gov/education/attend-workshop-your-area/new-business-tax-workshops
https://dor.wa.gov/education/attend-workshop-your-area/new-business-tax-workshops
https://dor.wa.gov/education/attend-workshop-your-area/new-business-tax-workshops
http://dor.wa.gov/content/FileAndPayTaxes/BeforeIFile/doingBus_CommonBusActivities.aspx
https://dor.wa.gov/doing-business/business-types/industry-guides
http://dor.wa.gov/Content/FindTaxesAndRates/TaxIncentives/IncentivePrograms.aspx
https://dor.wa.gov/find-taxes-rates/retail-sales-tax/reseller-permits
https://webgis.dor.wa.gov/taxratelookup/SalesTax.aspx
https://webgis.dor.wa.gov/taxratelookup/SalesTax.aspx
https://webgis.dor.wa.gov/taxratelookup/SalesTax.aspx
https://dor.wa.gov/forms/ask-quick-question
https://dor.wa.gov/forms/ask-quick-question
https://dor.wa.gov/forms/ask-quick-question
https://dor.wa.gov/forms/request-tax-ruling
https://dor.wa.gov/forms/request-tax-ruling
https://dor.wa.gov/forms/request-tax-ruling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ucp/ucpreport.pdf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ucp/ucpreport.pdf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ucp/ucpreport.pdf
https://dor.wa.gov/doing-business/my-account/update-my-business-information
https://dor.wa.gov/doing-business/my-account/update-my-business-information
https://dor.wa.gov/doing-business/my-account/update-my-business-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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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DOR은 사업자가 기밀 세금 정보 승인서 를 

작성한 이후에만 기밀 세금 계정 정보를 세금 대표자/준비자와 논의할 수 있습 니다. 

 

지역 영업세: 

도시 및 타운 

대부분의 도시와 타운에는 지역 판매세와 지역 사업 및 점유(B&O)세가 있습니다. DOR은 

지역 커뮤니티에 판매세를 징수하지만, 도시와 타운은 별도의 B&O를 징수합니다. 지역 

B&O 세금은 사업체의 매출액에 따라서 분기별 또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해당 도시나 타운 으로 연락하십시오. 

 

카운티 

카운티는 부동산과 개인 재산 모두에 대해 재산세를 평가하고 부과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 자산”에는 사업체의 가구, 부속 장치, 장비, 용품,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개인 재산세 

대부분의 사람이 재산세 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재산세는 개인 

재산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이 소유한 대부분의 개인 재산은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가정 

물품 및 개인 소지품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이 사업체에서 

사용된다면 재산세가 적용됩니다. 개인 재산세는 사업체의 재고 또는 저작권, 상표와 

같은 무형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에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동성입니다.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토지 개량 및 토지나 건물에 부속된 특정 

장비가 포함됩니다. 개인 재산에는 사업체 및 농업 종사자의 기계류, 장비, 가구, 용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임대한 토지 개량도 포함됩니다(임대인이 부담하는 개량). 

 

재산세는 매년 4 월 31일과 10 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해당 카운티 로 연락하십시오. 

 

주정부 고용세: 

• 실업세는 고용안정부(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ESD)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고 및 납부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감일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및 이전 달력 기준 분기에 대해 1월 

31일입니다. 세금은 고용안정부가 사업체에 제공한 세율 을 각 직원 급여를 연 

최대액 까지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업 보험세 및 혜택에 관한 그 밖의 정보는 ESD 

웹사이트 에 나와 있습니다. 

https://dor.wa.gov/legacy/Docs/forms/Misc/27-0060e.pdf
https://access.wa.gov/topics/business/City/Business/License.html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Prop_Tax/PersProp.pdf
http://www.mrsc.org/countyprofiles/profilesmenu.aspx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s://esd.wa.gov/employer-taxes#tax-rates
https://esd.wa.gov/employer-taxes/taxable-wage-base
https://esd.wa.gov/employer-taxes/taxable-wage-base
https://esd.wa.gov/employer-taxes/taxable-wage-base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s://esd.wa.gov/employer-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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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산재 보험료는 노동 및 산업부(L&I)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고 및 

납부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감일은 이전 분기에 대해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및 1월 31일입니다. 보험료는 노동 및 산업부가 

여러분의 사업체에 제공한 위험 분류 요율을 해당 위험 분류에 속한 직원의 근로 

시간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주는 노동 및 산업부 세율 통지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의 급여에서 보험료 금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산재 

보상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노동 및 산업부 고용주 안내 워크숍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보험료는 고용 안전부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고 

및 지불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감일은 이전 분기에 대한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및 1월 31일입니다. 보험료는 직원의 총 임금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주는 보험료 금액의 일부를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보험료 및 혜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갱신: 

• 법인, 유한책임회사, 유한합명회사는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영리 법인 

및 유한책임회사는 연례 보고서를 사업체 허가 서비스 에 제출합니다. 비영리 

법인 및 유한합명회사는 국무장관 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며 모든 서비스는 

www.sos.wa.gov/corps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업체 허가는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특별 허가, 지역 허가, 

전문 허가 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가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컨트랙터 등록 갱신은 2년마다 해야 하고, 비용은 $113.40입니다. 등록은 L&I에서 

갱신합니다. L&I는 기술업(전기, 배관 등)에 관련된 특별 허가도 갱신해 드립니다. 

• 의료 제공기관 허가 및 시설 갱신. 

• 과거에 허가를 받지 않은 도시나 타운에서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지역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에는 판매, 인도, 설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시나 타운 으로 연락하십시오. 

 

6. 기타 워싱턴주 규정 이해 및 준수 

주 

• 소수자 및 여성 사업자부 – 연방 DBE/ACDBE/SBE 및 주 인증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 농무부 - 식품 안전, 제품 표시, 살충제, 작물, 가축 등 식품 규제. 

• 법무장관 사무국 - 소비자 보호 등 관장. 

https://lni.wa.gov/insurance/quarterly-reports/file-quarterly-reports/
https://www.lni.wa.gov/workshops-training/?trumbaEmbed=view%3Dobject%26objectid%3D1507136
https://paidleave.wa.gov/
https://paidleave.wa.gov/estimate-your-paid-leave-payments/
https://paidleave.wa.gov/estimate-your-paid-leave-payments/
https://paidleave.wa.gov/
http://www.sos.wa.gov/corps/
http://www.sos.wa.gov/corps
https://dor.wa.gov/manage-business/state-endorsements
https://dor.wa.gov/city-license-endorsements
http://www.dol.wa.gov/listoflicenses.html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contractors/register-as-a-contractor/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electrical/electrical-basics-for-home-business-owners/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plumbing/plumber-certification/
http://www.doh.wa.gov/PublicHealthandHealthcareProviders/HealthcareProfessionsandFacilities.aspx
https://access.wa.gov/topics/business/City/Business/License.html
https://omwbe.wa.gov/certification/frequently-asked-questions-faqs-and-fact-sheets
http://agr.wa.gov/
http://www.atg.wa.gov/safeguarding-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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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부 - 폐기물, 오염물질, 수질 권리 등 규제. 

• 금융기관부 - 프랜차이즈 준수 사항, 사업체 투자, 사업체 대출 등 규제. 

• 인권위원회 - 공공시설 및 비차별 등 규제. 

• 노동 및 산업부 – 작업장 안전, 근로자 산재 보상 및 고용 규정 등의 규제. 

• 주류 및 마리화나 위원회 - 면허 및 허가증 발급. 알코올 및 마리화나에 대한 생산, 

판매, 판매 및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교육하고 집행. 

• 천연자원부 - 삼림 관행, 노천 채광 등 규제. 

• 규제 혁신 및 지원국 - 사업체와 민간인이 복잡한 인허가 준수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 

• 공공 서비스 및 운송 위원회 - 택시, 리무진 서비스, 이사, 트럭 서비스 등 규제. 

 

지역 

• 카운티 보건부 - 식품업체, 위해 물질, 환경 건강 등 규제. 

• 카운티 사정관 - 재산세를 목적으로 사업체의 부동산, 장비, 가구, 기타 자산의 

가치 평가. 

• 도시- 구역 지정, 간판, 주차를 규제하고, 건물과 사업체에 인가 등을 발행. 

• 소방부 - 화재 규정 규제. 

7. 워싱턴에서의 성장  

워싱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워싱턴에서 사업체가 더욱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사업 

확장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중소기업 가이드의 “사업의 성장”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8.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워싱턴주의 중소기업 담당자 가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익명으로 처리되는 간단한 설문조사 에도 참여하셔서 중소기업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cology.wa.gov/Regulations-Permits
http://www.dfi.wa.gov/
http://www.hum.wa.gov/
http://lni.wa.gov/
http://lni.wa.gov/
https://lni.wa.gov/safety-health/
https://lni.wa.gov/safety-health/
https://lni.wa.gov/insurance/
https://lni.wa.gov/workers-rights/
https://lcb.wa.gov/
http://www.dnr.wa.gov/businessandpermits
http://www.oria.wa.gov/
http://www.utc.wa.gov/regulatedIndustries/Pages/default.aspx
http://www.doh.wa.gov/AboutUs/PublicHealthSystem/LocalHealthJurisdictions.aspx
http://www.mrsc.org/countyprofiles/profilesmenu.aspx
http://mrsc.org/Home/Research-Tools/Washington-City-and-Town-Profiles.aspx
http://www.50states.com/washington/fire_departments.htm
http://www.oria.wa.gov/Portals/_oria/VersionedDocuments/Business_Publications/sbl_flyer.pdf
https://www.surveymonkey.com/r/bizguide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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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운영 
 

사업체 운영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규정 및 세금 준수 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업 활동, 규모,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연방 사업체 소득세 

사업체의 연방 소득세는 순이익(매출 - 경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회사, 합명회사, 

대부분의 LLC, S-법인 의 경우 사업체 소득세는 사업자가 개인 세금 환급을 통하여 

납부합니다. 이를 “패스스루 (pass-through) 과세”라고 합니다. 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국세청(IRS)의 1040-ES 양식 을 이용하여 해당 세금 연도 동안 분기별로 세금 납부 

예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 기한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입니다. 

 

현재 S-법인의 사업자는 동시에 표준 급여를 받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충분할 경우 이러한 예납세금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법인 은 보통 세금 예상액을 매 회계 연도 중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의 15일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체가 S-법인 으로 처리되기를 원할 경우, 

사업체가 형성된지 75일 이내 또는 세금 연도 시작 후 75일 이내에 2553 양식 - 중소기업 

법인 선택 을 작성해 주십시오(2553 양식 안내 참고). 

 

유한책임회사(LLC) 는 소유자가 1명만 존재할 경우 개인 회사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소유자가 1명 이상일 경우 LLC는 합명회사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그러나 IRS  

8832 양식 을 제출할 경우 LLC는 연방세 목적으로 일반 또는 S-법인으로 처리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ole-proprieto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ole-proprieto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http://www.irs.gov/pub/irs-pdf/f1040es.pdf
http://www.irs.gov/pub/irs-pdf/f1040es.pdf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orming-a-corporation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https://www.irs.gov/forms-pubs/form-2553-election-by-a-small-business-corporation
https://www.irs.gov/forms-pubs/form-2553-election-by-a-small-business-corporation
http://www.irs.gov/pub/irs-pdf/i2553.pdf
http://www.irs.gov/pub/irs-pdf/i2553.pdf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Limited-Liability-Company-LLC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Limited-Liability-Company-LLC
http://www.irs.gov/pub/irs-pdf/f8832.pdf
http://www.irs.gov/pub/irs-pdf/f8832.pdf


 

50 

사업체 구조 필요한 양식 기한 

개인 회사 및 소유자가  

1 인인 LLC 

1040 스케줄 C, 1040 SE 

(자영업세), 1040 ES  

(예상 세금)  

4월 15일까지 납부(소 유자의 

개인 세금 환급을 통해). 예정 

납세의 마감 기한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입니다. 

합명회사 및 소유자가 1인 

이상인 LLC 

1065 양식 + 각 소유자별 

1065 K-1, 1040 SE (자영 

업세), 1040 ES (예상 세금) 

 

달력 연도를 따르는 사업체는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연도를 따르는 

사업체는 회계 연도로부터 

4개월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 납세의 마감 기한은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입니다. 

일반 법인(또는 일반 법 

인으로 제출하도록 공식 

선택한 LLC) 

1120 양식 (+ 소득세,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목 

적으로 소유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달력 연도를 따르는 사업체는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연도를 따르는 

사업체는 회계 연도로부터 

3개월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S-법인(또는 S-법인으 로 

제출하도록 공식 선택  

한 LLC) 

1120-S 양식 및 소유자별 

1120 K-1 양식(+ 소득세,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목적으로 소유자 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달력 연도를 따르는 사업체는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연도를 따르는 

사업체는 회계 연도로부터 

3개월째 달의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정부 영업세 

워싱턴주는 개인 또는 사업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 대신 주정부 세금에는 사업 및 점유세, 

판매 및 이용세, 재산세, 다양한 업계별 세금이 포함됩니다. 워싱턴주 세무부 

(DOR)는60가지 이상의 세금을 관장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DOR에 특별소비세 환급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지정되는 세금 제출 빈도 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예상액을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artnership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orming-a-corporation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orming-a-corporation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corporations
http://dor.wa.gov/Content/Home/Default.aspx
https://dor.wa.gov/file-pay-taxes
https://dor.wa.gov/file-pay-taxes/filing-frequencies-due-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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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합니다. 제출 빈도가 월별 또는 분기별일 경우, 세금을 DOR 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인 My DOR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몇 가지 납부 옵션 중 하나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My DOR 등록 및 제출에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360-

705-6705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면제 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부 세금: 

• 사업 및 점유(B&O)세 - 사업체의 총매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정부 B&O 

세금과 더불어 여러 도시와 타운은 지역 B&O 세금을 부과합니다(아래 참조). 

• 판매세 - 사업체는 대부분의 소매 제품, 건설 활동, 일부 서비스를 판매할 때 

고객으로부터 판매세를 받습니다. 

• 이용세 - 이용세는 오리건에서 인터넷 구매 또는 직접 구매 등 사업체가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고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 

• 부동산 및 개인 재산세 - 사업체는 부동산, 건물, 기타 구조물, 가구, 장비, 기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DOR이 아닌 카운티가 

징수합니다. 

• 업종별 세금 - 호텔/모텔, 렌터카, 담배 등 특정 업종에 적용되는 다양한 세금이 

있습니다. 특별세가 귀하의 사업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제목을 클릭해 

주십시오. 

 

판매세는 최종 지역을 기준 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세를 받는 사업체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된 위치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DOR에는 세율과 지역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도구 가 있습니다. 

 

DOR은 해당 연도 동안 주 전역에서 신규 영업세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세금 계산과 보고를 돕기 위하여 DOR이 제공하는 그 밖의 정보 및 도구입니다. 

• 영업세 가이드 

• 신규 영업세 워크숍 일정 

• 일반적인 세금 분류 

• 업계별 가이드 

• 세금 인센티브 및 특별 공제 

• 리셀러 인가 

• 판매세율 조회 

• 일반 세금 문의 

• 세금 판결 요청 

• 미등록 재산 

• 사업체 정보 수정 

 

https://secure.dor.wa.gov/home/Login
https://dor.wa.gov/get-form-or-publication/publications-subject/tax-topics/all-quarterly-and-monthly-taxpayers-are-required-file-and-pay-electronically
https://dor.wa.gov/find-taxes-rates/business-occupation-tax
https://dor.wa.gov/find-taxes-rates/retail-sales-tax
http://dor.wa.gov/content/FindTaxesAndRates/UseTax/
https://dor.wa.gov/taxes-rates/property-tax
https://dor.wa.gov/taxes-rates/other-taxes
https://webgis.dor.wa.gov/taxratelookup/SalesTax.aspx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ExciseTax/BusinessTaxBasics.pdf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ExciseTax/BusinessTaxBasics.pdf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ExciseTax/BusinessTaxBasics.pdf
https://dor.wa.gov/education/attend-workshop-your-area/new-business-tax-workshops
https://dor.wa.gov/education/attend-workshop-your-area/new-business-tax-workshops
https://dor.wa.gov/education/attend-workshop-your-area/new-business-tax-workshops
https://dor.wa.gov/file-pay-taxes/before-i-file/tax-classifications-common-business-activities
http://dor.wa.gov/Content/DoingBusiness/BusinessTypes/Industry/default.aspx
http://dor.wa.gov/Content/FindTaxesAndRates/TaxIncentives/IncentivePrograms.aspx
https://dor.wa.gov/find-taxes-rates/retail-sales-tax/reseller-permits
https://webgis.dor.wa.gov/taxratelookup/SalesTax.aspx
https://dor.wa.gov/forms/ask-quick-question
https://dor.wa.gov/contact-us/binding-rulings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ucp/ucpreport.pdf
https://dor.wa.gov/doing-business/my-account/update-my-business-information


 

52 

그 외의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DOR은 사업자가 기밀 세금 정보 승인서 를 

작성한 이후에만 기밀 세금 계정 정보를 세금 대표자/준비자와 논의할 수 있습 니다. 

 

3. 지역 영업세 

도시 및 타운 

대부분의 도시와 타운에는 지역 판매세와 지역 사업 및 점유(B&O)세가 있습니다. DOR은 

지역 커뮤니티에 판매세를 징수하지만, 도시와 타운은 별도의 B&O를 징수합니다. 지역 

B&O 세금은 사업체의 매출액에 따라서 분기별 또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해당 도시나 타운 으로 연락하십시오. 

 

카운티 

카운티는 부동산과 개인 재산 모두에 대해 재산세를 평가하고 부과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 자산”에는 사업체의 가구, 부속 장치, 장비, 용품,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개인 재산세 

대부분의 사람이 재산세 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재산세는 개인 

재산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이 소유한 대부분의 개인 재산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 

물품 및 개인 소지품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이 사업체에서 

사용된다면 재산세가 적용됩니다. 개인 재산세는 사업체의 재고 또는 저작권, 상표와 

같은 무형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에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부과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동성입니다.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토지 개량 및 토지나 건물에 부속된 특정 

장비가 포함됩니다. 개인 재산에는 사업체 및 농업 종사자의 기계류, 장비, 가구, 용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임대한 토지 개량도 포함됩니다(임대인이 부담하는 개량). 

 

재산세는 매년 4 월 31일과 10 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해당 카운티 로 연락하십시오. 

 

4. 연방 고용세 

• 연방 고용세에 관한 내용은 IRS 고용주 세금 가이드 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용주는 직원 소득,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세금을 징수하고,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 중 고용주의 부담액(각각 급여 중 6.2%, 1.45%)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액을 IRS에 납부해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징수되는 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forms/Misc/42-2446e.pdf
https://access.wa.gov/topics/business/City/Business/License.html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Pubs/Prop_Tax/PersProp.pdf
http://mrsc.org/Home/Research-Tools/Washington-County-Profiles.aspx
http://www.irs.gov/pub/irs-pdf/p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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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941 양식 은 총 급여 및 연방세(소득세, 소셜 시큐리티세, 메디케어세)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IRS 마감일은 4월 30일, 7 월 31일, 10월 31일, 이전 달력 

기준 분기에 대해 1월 31일입니다. 

• W-2 양식 은 달력 연도의 급여와 원천징수액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W-2 양식 과 이에 동반되는 W-3 전송 양식은 다음 연도의 2월 28일까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제출해야 합니다. 

• 940 양식 은 매년 연방 실업세를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이전 달력 연도의 1월 

31일까지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 경우 세율은 각 직원의 근로 

소득 중 첫 $7,000에 대해 0.6%이고, 직원당 $42에까지 이릅니다. 영세 고용주의 

경우 세금은 매년 제출 시점에 납부되지만, 규모가 더 큰 고용주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고용주 세금 가이드 를 참조해 주십시오. 

 

5. 주정부 고용세 

• 실업세는 고용안정부(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ESD)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고 및 납부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감일은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및 이전 달력 기준 분기에 대해 1월 

31일입니다. 세금은 고용안정부가 사업체에 제공한 세율 을 각 직원 급여를 연 

최대액 까지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업 보험세 및 혜택에 관한 그 밖의 정보는 ESD 

웹사이트 에 나와 있습니다. 

- 사업이 일시적인 침체를 겪을 경우, 근로 공유 프로그램 이 직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해고 대신 고용주는 영구 고용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직원은 손실 임금의 일부를 부분 실직 수당을 받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즉각 급여 지불 총액이 절약되고 숙련 직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워싱턴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원급 직원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실업 보험이 면제됩니다. 임원급 직원에게 실업 

보험을 보장하려면 자발적 선택서(Voluntary Election Form)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법인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하십시오. 

•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보험료는 고용 안전부(ESD)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며 

직원과 고용주가 모두 지불합니다. 고용주는 승인된 자발적 플랜을 따르거나 주 

정부의 플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플랜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 지급액을 추정하려면 프리미엄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고용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aidleave.wa.gov 

고용주 책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i941.pdf
http://www.irs.gov/pub/irs-pdf/i941.pdf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w2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w2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w2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w2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w2
http://www.irs.gov/pub/irs-pdf/i940.pdf
http://www.irs.gov/pub/irs-pdf/i940.pdf
http://www.irs.gov/pub/irs-pdf/p15.pdf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s://esd.wa.gov/employer-taxes#tax-rates
https://esd.wa.gov/employer-taxes/taxable-wage-base
https://esd.wa.gov/employer-taxes/taxable-wage-base
https://esd.wa.gov/employer-taxes/taxable-wage-base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www.esd.wa.gov/SharedWork
https://esd.wa.gov/employer-taxes/corporate-officers-FAQ
https://paidleave.wa.gov/
https://paidleave.wa.gov/voluntary-plans
https://paidleave.wa.gov/employer-roles-responsibilities/
https://paidleave.wa.gov/employer-roles-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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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산재 보험료는 노동 및 산업부(L&I)로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고 및 

납부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감일은 이전 분기에 대해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및 1월 31일입니다. 보험료는 노동 및 산업부가 

여러분의 사업체에 제공한 위험 분류 요율을 해당 위험 분류에 속한 직원의 근로 

시간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주는 노동 및 산업부 세율 통지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원의 급여에서 보험료 금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산재 

보상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노동 및 산업부 고용주 안내 워크숍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6. 연례 보고서 및 인허가 갱신 

• 법인, 유한책임회사, 유한합명회사는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영리 법인 

및 유한책임회사는 연례 보고서를 사업체 허가 서비스 에 제출합니다. 비영리 

법인 및 유한합명회사는 www.sos.wa.gov/corps 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귀하의 주의 사업 면허증의 주 또는 시의 허가를 매 년 갱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특별 허가, 인가, 지역 허가, 전문 허가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허가가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갱신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컨트랙터 등록 갱신은 2년마다 해야 하고, 비용은 $113.40입니다. 등록은 노동 및 

산업부에서 갱신하여 주십시오. 노동 및 산업부는 전기, 배관 등 여러분의 

사업체에 관련된 특수 면허 갱신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료 제공기관 허가 및 시설 갱신. 

• 과거에 허가를 받지 않은 도시나 타운에서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지역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체 운영”에는 판매, 인도, 설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시나 타운으로 연락하십시오. 

 

7. 규정 준수 

사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환과 처벌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전에 

설명하지 않은 일부 기관과 규정을 아래와 같이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목록은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 업계 

또는 비즈니스 협회, 기타 자문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업자의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 제품 표준 등 규제. 

• 노동부 - 연방 최소 임금, 초과 근무 준수 사항, 평등한 고용 기회 등 규제. 

https://lni.wa.gov/insurance/quarterly-reports/file-quarterly-reports/
https://lni.wa.gov/workshops-training/?trumbaEmbed=view%3Dobject%26objectid%3D1507136
http://www.sos.wa.gov/
http://www.sos.wa.gov/corps/
https://dor.wa.gov/manage-business/run-business/renew-your-business-license
http://bls.dor.wa.gov/specialtylicenses.aspx
http://bls.dor.wa.gov/citycounty.aspx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contractors/register-as-a-contractor/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electrical/electrical-basics-for-home-business-owners/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plumbing/plumber-certification/
http://www.doh.wa.gov/PublicHealthandHealthcareProviders/HealthcareProfessionsandFacilities.aspx
https://access.wa.gov/topics/business/City/Business/License.html
https://www.sos.wa.gov/library/wa_orgsubjects.aspx#Business%2CIndustry%26Professional
https://www.sos.wa.gov/library/wa_orgsubjects.aspx#Business%2CIndustry%26Professional
https://www.sos.wa.gov/library/wa_orgsubjects.aspx#Business%2CIndustry%26Professional
http://www.cpsc.gov/en/Business--Manufacturing/Small-Business-Resources/
http://www.dol.gov/oasam/programs/osdbu/sb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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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농무부 - 식품 안전, 제품 표시, 살충제, 작물, 가축 등 식품 규제. 

• 법무장관 사무국 - 소비자 보호 등 관장. 

• 생태부 - 폐기물, 오염물질, 수질 권리 등 규제. 

• 금융기관부 - 프랜차이즈 준수 사항, 사업체 투자, 사업체 대출 등 규제. 

• 인권위원회 - 공공시설 및 비차별 등 규제. 

• 노동 및 산업부 - 작업장 안전, 근로자 산재 보상, 고용 규정 등의 규제. 

• 주류 및 마리화나 위원회 - 면허 및 허가증 발급, 알코올 및 마리화나에 대한 생산, 

판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교육하고 집행. 

• 천연자원부 - 삼림 관행, 노천 채광 등 규제. 

• 규제 혁신 및 지원국 - 사업체와 민간인이 복잡한 인허가 준수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 

• 공공 서비스 및 운송 위원회 - 택시, 리무진 서비스, 이사, 트럭 서비스 등 규제. 

• 워싱턴 로터리 - 복권 판매점에 의한 복권 판매 규제. 로터리 판매점의 장애인 

접근성 심사. 

 

지역 

• 카운티 보건부 - 식품업체, 위해 물질, 환경 건강 등 규제. 

• 카운티 사정관 - 재산세를 목적으로 사업체의 부동산, 장비, 가구, 기타 자산의 

가치 평가. 

• 도시- 구역 지정, 간판, 주차를 규제하고, 건물과 사업체에 인가 등을 발행.  

• 소방부 - 화재 규정 규제. 

 

참고: Seattle, Tacoma, SeaTac과 그 외 도시들의 최저 임금 및 유급 병가 의무를 

확인하십시오. 

 

8. 유사 상황 대비 

• 워싱턴주 보건부는 바이오테러리즘, 질병 발발, 자연재해 등 보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부 웹사이트에 

사실 요약서, 링크, 그 밖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업계 또는 비즈니스 협회의 소속이 되면 동종 업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유사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화재, 홍수, 폭풍, 지진 등의 유사 상황은 사업자의 기록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고 

중요 장비에 손상을 가져오며 사업자는 특정 기간 동안 사업체를 닫아야 할 수 

http://agr.wa.gov/
http://www.atg.wa.gov/safeguarding-consumers
https://ecology.wa.gov/Regulations-Permits
http://www.dfi.wa.gov/
http://www.hum.wa.gov/
http://lni.wa.gov/
http://lni.wa.gov/
https://lni.wa.gov/safety-health/
https://lni.wa.gov/insurance/
https://lni.wa.gov/workers-rights/
https://lcb.wa.gov/
http://www.dnr.wa.gov/businessandpermits
http://www.oria.wa.gov/
http://www.utc.wa.gov/regulatedIndustries/Pages/default.aspx
http://www.walottery.com/RetailersArea/Default.aspx
http://www.doh.wa.gov/AboutUs/PublicHealthSystem/LocalHealthJurisdictions.aspx
http://www.mrsc.org/countyprofiles/profilesmenu.aspx
http://mrsc.org/Home/Research-Tools/Washington-City-and-Town-Profiles.aspx
http://www.50states.com/washington/fire_departments.htm
http://www.doh.wa.gov/Emergencies/EmergencyPreparednessandResponse.aspx
https://www.sos.wa.gov/library/wa_organization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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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사업체 지속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면 사업체가 더욱 신속하게 

운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재해에 대비하기. 

- 사업체 지속 계획 수립에 관한 도구, 템플릿, 심층 정보. 

- 보건 긴급 상황. 

- When Trouble Strikes: A Crisis Planner.[ST1] 

• 사업 파트너, 대표 또는 소유주의 사망 이후 사업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사망으로 인한 사업 종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캠 또는 사기에 대한 질문은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 워싱턴주 법무장관실 

소비자 보호 소비자 자원 센터 

1-800-551-4636 (워싱턴주 내에서만) 

1-206-464-6684 (워싱턴주 외부 발신자) 

1-800-833-6388 (워싱턴주 청각 장애인 지원 서비스) 

- 연방 거래위원회  

 

9.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워싱턴주의 중소기업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익명으로 처리되는 간단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셔서 중소기업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a.gov/managing-business/running-business/emergency-preparedness/disaster-planning
http://mil.wa.gov/emergency-management-division/preparedness/businesses
http://mil.wa.gov/emergency-management-division/preparedness/businesses
http://mil.wa.gov/emergency-management-division/preparedness/businesses
http://www.doh.wa.gov/Emergencies/EmergencyPreparednessandResponse.aspx
http://bit.ly/state-disaster-planner
http://www.atg.wa.gov/
https://www.consumer.ftc.gov/scam-alerts
http://www.oria.wa.gov/Portals/_oria/VersionedDocuments/Business_Publications/sbl_flyer.pdf
https://www.surveymonkey.com/r/bizguide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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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장 
 

사업체를 확장하고 싶으십니까? 

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 직원, 새 위치, 새 시장 등 여러 다른 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금 

자금은 대출, 자본 투자, 감세책, 채권 및 기타 형태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관한 1:1 도움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개발센터, 여성 비즈니스 센터 또는 SCORE 자문관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무료, 기밀 보장). 일반적인 재정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 미국 중소기업 관리청 

• SCORE 

• 중소기업 개발센터 

• 워싱턴 상무부 

• 미성년자 및 여성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사무실 

• SBA 재향군인 사안부 

• 워싱턴 금융기관부 

• 소액 대출기관 

• 워싱턴 경제개발금융기관 

•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 

• 건설업체를 위한 채권 금융 지원 

• Fundera 

• 창업의 지혜: 비즈니스 자본 조달을 위한 27가지 전략 

 

대출: 

기업 대출기관은 다양합니다. “SBA 대출”은 연방정부 기관인 미국 중소기업관리청이 

보장하는 민간 은행 및 신용 조합을 통한 대출입니다. 미국 농무부 도 유사한 사업체 

대출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5C: 

유명한 금융 기관은 대출 전에 흔히 5C라고 부르는 특정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본/현금(Capital/Cash) - 소유자의 현금 투자. 일반적으로 소유자는 신규 사업체 

창업비용의 25-30%를 부담합니다. 기존 사업체의 사업 확장 대출의 경우,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의 최소 25%와 동일한 사업체의 자기 자본을 

http://wsbdc.org/map
https://www.sba.gov/local-assistance/find/?type=Women%27s%20Business%20Center&address=98503&pageNumber=1
https://www.score.org/find-mentor
http://www.sba.gov/category/navigation-structure/loans-grants
https://www.score.org/browse-library
https://www.score.org/browse-library
http://www.wsbdc.org/funding-your-business
http://choosewashingtonstate.com/i-need-help-with/financing/
http://omwbe.wa.gov/linked-deposit-program/
http://omwbe.wa.gov/linked-deposit-program/
http://omwbe.wa.gov/linked-deposit-program/
http://www.sba.gov/offices/headquarters/ovbd
http://www.sba.gov/offices/headquarters/ovbd
http://dfi.wa.gov/sd/smallbusiness.htm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
http://wedfa.org/
http://wedfa.org/
https://www.sba.gov/surety-bonds/surety-bonds-basics
https://www.fundera.com/resources/small-business-loans
http://bit.ly/startup-wisdom
http://www.rd.usda.gov/programs-services/business-industry-loan-guarantees/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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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거나 추가 현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추가된 현금 및 자기 자본의 총합이 

적어도 25%가 되어야 합니다. 

• 재무 역량/현금 흐름(Capacity/Cash Flow) - 사업체 소유자에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증거. 소유자의 업계 경험, 사업적 

훈련, 관리 경험, 잘 수립된 사업 계획서는 이러한 역량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재무 기록은 수익성 있는 운영 및 우수한 재무 

관리를 증명할 때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 예측은 보통 신규 및 기존 사업체에 모두 

해당됩니다. 예측은 대출 상환, 유사 상황 시 처리 능력 등 사업체가 재무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 담보(Collateral) - 소유자는 가치 있는 대상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에는 사업체 재산, 가구, 장치, 장비, 재고, 사업체 외 소유자의 

자산(부동산, 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 특성(Character) - 대출기관은 소유자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이는 소유자의 신용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 조건(Conditions) - 대출기관은 전반적인 환경(경제, 업계 동향, 시장력)이 

사업체의 성공 잠재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업 대출기관: 

• 일반 영리 목적 대출을 위한 은행 및 신용 조합.  

• SBA 7a 대출(모든 사업 목적에 적용됨)을 위한 은행 및 신용 조합, 미국 농무부가 

보장하는 대출.  

• SBA 소액 대출기관 (모든 사업 목적에 대해 최대 대출금 $50,000).  

• SBA 504 대출기관(부동산 및 주요 장비 구매 관련): 노스웨스트 비즈니스 개발 

협회, 에버그린 비즈니스 캐피털, 아메리트러스트 CDC.  

 

투자 자본: 여러 사업체는 투자자의 자금을 통해 성장합니다. “투자자”란 사업체의 일부 

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투자자, 민간 대출기관, 가족, 친구, 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 등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행위는 규제가 심하고 

증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투자자와 기업가를 연결해주는 워싱턴 내의 일부 단체입니다. Startup 웹 

사이트에는 포괄적인 자료 목록이 있습니다. 

• Alliance of Angels 

• Bellingham Angel Group 

• ZINO Society 

• Portland Angel Network (벤쿠버 지역 포함)  

 

https://www.sba.gov/content/microloan-program
https://www.nwbusiness.org/small-businesses/
https://www.nwbusiness.org/small-businesses/
https://www.nwbusiness.org/small-businesses/
http://evergreen504.com/
http://ameritrustcdc.com/index.html
http://ameritrustcdc.com/index.html
http://dfi.wa.gov/sd/smallbusiness.htm
http://startup.choosewashingtonstate.com/resources/funding/
https://www.allianceofangels.com/
https://www.allianceofangels.com/
http://www.bellinghamangelinvestors.com/
http://zinosociety.com/
http://www.oen.org/programs-services/angel-ore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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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는 지원금 및 대출, 채권, 인센티브, 일부 업종 세금 면제의 형태로 제한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을 사용 시 임시 직원 고용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소 기업에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귀하의 사업체의 평균 

직원 수가 150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평균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보험료의 

고용주 부분을 지불해야 자격이 됩니다. 

 

여성 또는 미성년자 소유 사업체로 인증된 사업체는 미성년자 및 여성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사무실(OMWBE)의 연계 예치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재향군인 및 

군 복무자 소유의 사업체는 재향군인 연계 예치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2. 직원 

올바른 태도와 기술을 지닌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력 탐색기 등 고용 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은퇴 적금 옵션을 제공하면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Retirement Marketplace를 통해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 WorkSource는 경험이 있고 근무 준비가 된 직원을 찾아드립니다.  

• 채용 박람회, 무료 온라인 채용 공고도 인력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금 공제의 경우 신규 직원 채용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 지원을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 실습 훈련 임금 보조.  

• 직원 교육 리소스 - Career Bridge.  

• 연수 프로그램.  

• WorkSource 연수 

• 근로 학업 병행 직원.  

 

첫 직원을 고용할 때는 사업체 허가 신청서를 워싱턴 주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안정부가 주 정부 실업세 계정을 개설하고, 노동 및 

산업부는 근로자 보상 계정을 개설하며 해당될 경우 미성년자 근로 허가를 획득합니다. 

사업자는 두 기관과 더불어 IRS에 분기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중소기업 가이드의 

사업체 운영 챕터 참조). 

 

http://access.wa.gov/topics/environment/grantsloans.html
http://access.wa.gov/topics/environment/grantsloans.html
http://choosewashingtonstate.com/i-need-help-with/financing/
https://dor.wa.gov/find-taxes-rates/tax-incentives/incentive-programs
https://dor.wa.gov/find-taxes-rates/tax-incentives/incentive-programs
https://dor.wa.gov/find-taxes-rates/tax-incentives/incentive-programs
https://paidleave.wa.gov/
http://omwbe.wa.gov/linked-deposit-program/
http://www.dva.wa.gov/program/linked-deposit
https://esd.wa.gov/labormarketinfo
http://www.commerce.wa.gov/growing-the-economy/business-services/small-business-retirement-marketplace/
https://www.worksourcewa.com/home.aspx?
https://secure.esd.wa.gov/home/WorkSourceWA/Employer/Account
https://esd.wa.gov/about-employees/recruiting-and-screening
https://esd.wa.gov/jobs-and-training/training-benefits-program
https://esd.wa.gov/jobs-and-training/on-the-job-training
http://www.careerbridge.wa.gov/
https://lni.wa.gov/licensing-permits/apprenticeship/apprenticeship-preparation
http://www.apprenticeshipwa.com/
http://www.apprenticeshipwa.com/
https://wsac.wa.gov/state-work-study
https://dor.wa.gov/open-business/apply-business-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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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 3일 이내에 연방정부의 I-9 고용 자격확인서와 IRS  

W-4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채용이나 재채용을 할 때마다 사회 및 건강 서비스부 신규 채용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 후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안전한 웹 포털 Secure 

Access Washington(SAW)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직 SAW 계정이 없는 경우, 첫 신고 

전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직원의 W-4 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비롯, 

채용일과 생년월일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은 최소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미성년자 및 가족 고용, 작업장 안전, 비차별 등 중요한 

규정이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사업이 일시적인 침체를 겪을 경우, 근로 공유 프로그램이 직원 해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해고 대신 고용주는 영구 고용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직원은 손실 

임금의 일부를 부분 실직 수당을 받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 컨트랙터 고용은 흔히 잘못 인식되는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특정 개인이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 않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허가를 받은 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거나, 여러 의뢰인/고객을 두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주 법 및 연방 법 상 개인은 직원으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은 장부 기록 및 납세의 의무가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업체를 계획할 때 

규정과 비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법 

• 임금 및 근로시간법(최소 임금, 초과 근무, 휴식 시간 등)  

• 작업장 내 게시물 요건 

• 미성년자 고용 

• 차별 금지법 

• 외부 컨트랙터(노동 및 산업부)  

• 외부 컨트랙터(고용 안정부)  

• 외부 컨트랙터(IRS)  

• 작업장 안전(필수 서면 사고 방지 프로그램 포함)  

• 연방정부 급여세 

• 자녀 양육비 원천징수법 

• 비경쟁 계약, 급여 내역 및 급여 비밀에 대한 제약 

• 단독 작업 근로자 보호 

https://www.uscis.gov/i-9
https://www.uscis.gov/i-9
http://www.irs.gov/pub/irs-pdf/fw4.pdf?portlet=3
http://www.irs.gov/pub/irs-pdf/fw4.pdf?portlet=3
https://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new-hire-reporting
https://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new-hire-reporting
https://www.dshs.wa.gov/esa/division-child-support/new-hire-reporting
https://secure.dshs.wa.gov/home/
https://secure.dshs.wa.gov/home/
http://sharedworkwa.com/
https://lni.wa.gov/workers-rights/
https://lni.wa.gov/workers-rights/
https://lni.wa.gov/forms-publications/required-workplace-posters
https://lni.wa.gov/workers-rights/youth-employment/prohibited-duties
http://www.hum.wa.gov/employment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independent-contractors/
https://lni.wa.gov/insurance/insurance-requirements/independent-contractor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www.esd.wa.gov/employer-taxes/independent-contractor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https://lni.wa.gov/safety-health/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ment-tax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ment-taxes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mployment-taxes
https://www.dshs.wa.gov/node/8487
https://lni.wa.gov/workers-rights/workplace-policies/Non-Compete-Agreements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9-20/Pdf/Bill%20Reports/House/1696-S.E%20HBR%20FBR%2019.pdf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7-18/Pdf/Bill%20Reports/House/1506-S2%20HBR%20FBR%2018.pdf
https://lni.wa.gov/workers-rights/workplace-policies/isolated-worker-prot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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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수당 규칙의 변경 

• 동등한 급여 및 기회 법 

 

노동자 혜택 

• 주정부 실업세 

• 근로자 산재 보상 보험 

• 워싱턴 의료 혜택 정보 

• 워싱턴 의료 플랜 찾기 

• 유급 병가 

•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 기타 휴직 

• 은퇴 설계 

참고: Seattle, Tacoma, SeaTac에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도시의 최저 임금 및 기타 고용 

유급 병가요건은 시 측에 확인하십시오. 

3. 새 위치 

새 위치를 선정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 적합성, 구역 정의, 공사비, 

현재 점유비,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 자격을 갖춘 직원 접근성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 새 위치에서 개업을 할 경우 워싱턴주에 사업체 허가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 SizeUp 

• 위치 선정 정보.  

• 업종 및 카운티별 현재 노동 시장 정보.  

•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제 개발 단체 (위치 선정 시 우수한 자료).  

• 구역 정의 인가 준수 사항을 자세히 알려면 도시 나 카운티 로 연락하십시오.  

• 일부 업종 및 위치는 환경 인가를 요구합니다. 규제 혁신 및 지원국은 지역, 주, 

연방정부의 환경 문제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신규 시장 

일반 시장 확대 지원: 신제품이나 서비스, 신규 고객 단체, 새 마케팅 수단 등을 통한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면, 진행하기에 앞서 인구통계 정보와 그 외의 조사를 수행할 경우 

더 바람직하고 비용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나 확장 마케팅 계획 수립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overtime/changes-to-overtime-rules
https://lni.wa.gov/workers-rights/wages/equal-pay-opportunities-act/
http://www.esd.wa.gov/employer-taxes
https://lni.wa.gov/insurance/
http://www.wahbexchange.org/
http://www.wahealthplafinder.org/
https://lni.wa.gov/workers-rights/leave/paid-sick-leave/
https://paidleave.wa.gov/
https://lni.wa.gov/workers-rights/leave/holiday-vacation-bereavement-leave
http://www.retirementmarketplace.com/
https://dor.wa.gov/open-business/apply-business-license
http://bit.ly/wa-sizeup
http://choosewashingtonstate.com/i-need-help-with/site-selection/
https://esd.wa.gov/labormarketinfo
http://www.wedaonline.org/resource_directory/EDC_links.html
http://mrsc.org/Home/Research-Tools/Washington-City-and-Town-Profiles.aspx
http://mrsc.org/Home/Research-Tools/Washington-County-Profiles.aspx
http://www.oria.wa.gov/site/alias__oria/347/our_permitting_servic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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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소기업관리청: 마케팅 자료 

• SCORE: 마케팅 자료 및 무료 카운슬러 

• 중소기업 개발센터: 마케팅 자료 및 무료 자문관 

• 비즈니스 임팩트 북서 지사 

• 워싱턴 여성 비즈니스 센터 

• 워싱턴 경제적인 원예 프로그램 

 

수출 지원: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십니까? 

• 중소기업 개발센터 

• 워싱턴 상무부 

• 워싱턴 수출 리소스 센터 

• 수출 시작 방법 

• 수출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 

- 워싱턴 수출 재무 지원 센터 

- 미국 수출-수입 은행 

 

정부 계약 지원: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 기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하려고 

하십니까? 

• PTAC 프로그램 (조달 기술 지원 센터) - 교육 및 무료 자문 제공.  

• WEBS 시스템 (워싱턴 전자 비즈니스 솔루션 리소스 센터) - 사업체의 공공조달 

입찰 요건을 위한 관련 내용 등록,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다양성 공급자 - 사회 및 건강 서비스부(DSHS)는 다양성 공급자로서 중소기업의 

성공을 지원해 드립니다. 허가된 중소기업 소유자이거나 사업체에 다음 중 1개 

이상의 내용이 적용될 경우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미성년자 소유, 여성 소유, 

재향군인 소유, 영세 중소기업.  

• 적정 급여 준수 사항 -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 자금으로 지급하는 건설 관련 

계약의 표준입니다. 공공 건설 컨트랙터는 공식 정부 조사를 통해 수립된 "적정 

급여" 이상의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특별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개발센터(SBDC) - 자문관 이 1:1 무료 자문 제공.  

• 원주민 조달 기술 지원 센터 (Native PTAC)-지정된 사회-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인증 및 등록, 강의 및 워크숍, 입찰 매치 기회, 권유 해석, 제안 검토, 마케팅 

조언 및 계약 성과 지원을 입찰에 대한 일대일 지원으로 원주민 회사가 연방, 

부족, 주 및 지방 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ttp://www.sba.gov/content/developing-marketing-plan
https://www.score.org/browse-library
https://www.score.org/find-mentor
http://wsbdc.org/marketing
http://wsbdc.org/contact-an-advisor/
http://businessimpactnw.org/
http://wcwb.org/
http://startup.choosewashingtonstate.com/programs/economic-gardening/
http://wsbdc.org/services/exports/
http://wsbdc.org/services/exports/
http://wsbdc.org/services/exports/
http://www.exportwashington.com/
https://www.waexports.com/
https://www.waexports.com/
https://www.waexports.com/
https://www.export.gov/Export-Education
https://www.export.gov/Export-Education
https://www.export.gov/Export-Education
https://www.export.gov/services
https://www.export.gov/services
https://www.export.gov/services
http://www.efacw.org/
http://www.exim.gov/smallbusiness/
http://washingtonptac.org/
http://washingtonptac.org/
http://des.wa.gov/services/ContractingPurchasing/Business/Pages/WEBSRegistration.aspx
https://www.dshs.wa.gov/office-of-the-secretary/become-diversity-supplier
http://www.lni.wa.gov/TradesLicensing/PrevWage/default.asp
http://www.lni.wa.gov/TradesLicensing/PrevWage/default.asp
http://wsbdc.org/contact-an-advisor/
http://www.tworiverscdc.org/services/native-ptac/
http://www.tworiverscdc.org/services/native-p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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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 소수 민족 및 여성 기업 기업 사무소 (OMWBE)는 소수 민족, 여성,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소규모 기업을 

인증합니다. 주 인증, 연방 인증 또는 둘 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연방 인증이 

필요합니다. 

MBE – 소수 기업 

WBE – 여성 비즈니스 기업 

MWBE – 소수 여성 비즈니스 기업 

CBE – 결합 비즈니스 기업 

SEDBE –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기업 

• OMWBE 인증 

 

 

 

워싱턴 주 재향군인부는 나라에 대한 귀하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귀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귀하 또는 귀하의 지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또한 

사업주인 경우. 워싱턴 주 기관들이 재향 군인 또는 군인 소유 사업체에서 구매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WDVA 인증 재향 군인 및 군인 소유 사업자 목록을 

WEBS에 연결함으로써 주 정부 기관은 이제 WDVA 인증 사업체를 식별하고 구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재향군인부는 워싱턴 주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공급 업체를위한 등록 및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재향군인 소유 기업 인증 

 

5. 규정 준수 

사업체를 확대하면 새로운 규제 조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이드 중 “창업”과 

“운영” 챕터를 참조하신 후, 사업체의 특성 변화에 따른 추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omwbe.wa.gov/certification
https://omwbe.wa.gov/certification
https://www.dva.wa.gov/program/veteran-owned-business-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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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공을 기원! 

사업이 성장하면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보상이 따릅니다. 신중하게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리소스와 도움을 활용하신다면 성공의 기회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7.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워싱턴주의 중소기업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익명으로 처리되는 간단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셔서 중소기업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oria.wa.gov/documents/sbl_flyer.pdf
https://www.surveymonkey.com/r/bizguide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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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쇄 
 

사업체를 폐업하고 싶으십니까? 

청산 또는 해산이라고도 하는 폐업은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프로세스에 의해 

비즈니스가 종료되는 회계상의 프로세스입니다. 회사의 자산과 재산은 매각 또는 

양도됩니다. 

 

폐업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계획했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소유자가 새로운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또는 시간이나 금전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에 상관없이 폐업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그만둔다고 해서 항상 폐업이나 청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종료란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을 매각하려는 기업가의 계획입니다. 사업 종료는 

사업주에게 사업에 대한 지분을 줄이거나 청산할 수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했었다면, 

사업 종료 계획을 통해 기업가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같은 

투자자는 투자한 부분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업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 사업 판매에는 엉성한 장부와 세금 기록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점포를 정비하고 

오래된 사업 운영 체제를 새롭게 하는 것까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마케팅을 늘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IPO: 기업 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는 회사의 주식을 기관 투자자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공모 유형입니다. IPO는 하나 이상의 투자 은행에 의해 

인수되며, 이들은 또한 주식이 하나 이상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도록 준비합니다. 

 

병합: 합병은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 항목을 단일 비즈니스 항목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합치는 것은 종종 더 큰 규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미국 중소기업관리청에서는 사업체 폐업에 관한 고려 사항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업체 폐업. 또한 사업 자문관과 상담을 통해 

사업체 전부나 일부 매각, 관리자 고용 후 사업자의 사업 참여 비중 축소, 다른 

사업체와의 합병 등 폐업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사업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s://www.sba.gov/business-guide/manage/close-sell-your-business-transfer-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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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관리센터(주 전 지역)  

• SCORE (주 전 지역)  

• 워싱턴 비즈니스 센터(퓨젯 사운드 지역)  

 

폐업 단계: 

 

1. 법적 자문 구하기 

폐업 알림, 계약, 채무와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를 이해하려면 건전한 카운슬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없을 경우 회계사 또는 다른 믿을 만한 자문관에게 추천을 

구하거나 워싱턴주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명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문제의 예: 

• 미지급 급여, 임금, 커미션, 직원에 의한 가득 급여(해당될 경우). 채무를 전부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직원에 대한 채무가 법적으로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 미상환 대출 및 대출기관 요구 조건.  

• 임대, 서비스 합의서, 구매 합의서, 보증, 고용 계약 등 미지급 계약.  

• 자산 처분, 특히 사업체 자산이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되었거나 사업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환할 의도가 있는 경우.  

• 세금 부채, 대부분의 조세 기관은 사업 및 고용세 채무를 사업체 소유자(또 는 

이전 소유자)에게 배당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 채권자 - 모든 개인과 사업체가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법인과 

LLC에는 채권자에 폐업을 통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준수 사항이 

적용됩니다.  

• 파산 - 파산을 고려한다면, 채무가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지와 진행 

방법에 대한 법적 자문이 중요합니다.  

 

2. 규제 기관에 통보 

연방 

미국 국세청(IRS) 

• 폐업 체크리스트 이행.  

•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파산 선언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주 

세무부(DOR)  

• 사업체 정보 변경서를 작성하거나 My DOR을 사용하여 귀하의 온라인 계정을 

닫으십시오.  

http://wsbdc.org/contact-an-advisor/
http://www.score.org/mentors
https://www.sba.gov/local-assistance/find/?type=Women%27s%20Business%20Center&address=98503&pageNumber=1
http://www.wsba.org/Resources-and-Services/Find-Legal-Help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closing-a-business-checklist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declaring-bankruptcy
https://dor.wa.gov/sites/default/files/legacy/Docs/forms/BLS/700160.pdf
https://secure.dor.wa.gov/home/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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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은 사업 허가부, 고용안정부, 노동 및 산업부와 폐업 정보를 공유합니다.  

• 폐업 후 10 일 이내에 최종 DOR 소비세 환급을 제출하십시오. 양식(상단)에 폐업 

여부와 폐업일을 기재하십시오.  

• 재고가 개인 용도로 전환되고 있다면 재고 비용에 관한 이용세를 

납부하십시오(판매세가 이전에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 귀하의 사업체가 회계 감사 대상을 선정될 때를 대비해 5년간 사업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고용 안정부(ESD) 

• 사업체 변경서를 작성한 후 ESD가 사업자의 연락처를 수정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 폐업 후 10일 이내에 최종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전 직원이 실업 급여를 신청할 경우, ESD에서 발송하는 통지문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답변하십시오.  

• 최종 유급 가족 및 의료 휴직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노동 및 산업부(L&I) 

• 최종 분기 보고서를 완료하십시오.  

• 컨트랙터인 경우, 노동 및 산업부의 컨트랙터 등록부로 서면 통지를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contreg@lni.wa.gov 

팩스:  360-902-5812 

우편: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  

  PO Box 44450 

  Olympia, WA 98504-4450 

• 여러분의 컨트랙터 채권은 컨트랙터 등록 만료일(일반적으로 폐업일 이후) 2년간 

유효해야 합니다.  

 

국무장관 

• 법인 

- DOR 세무 허가 인증 신청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 소비세 환급을 제출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확인하십시오. 

- 폐업 규약 또는 타 주(워싱턴주 외) 법인일 경우 철회 인증서를 작성한 후 

DOR에서 받은 소득 허가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모든 해산 및 철회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유한책임회사(또는 기타 유한책임 단체)  

http://dor.wa.gov/Content/GetAFormOrPublication/FormBySubject/excise/default.aspx
http://dor.wa.gov/content/FindTaxesAndRates/UseTax/Default.aspx
https://esdorchardstorage.blob.core.windows.net/esdwa/Default/ESDWAGOV/employer-Taxes/ESD-business-change-form.pdf
https://esd.wa.gov/employer-taxes
https://paidleave.wa.gov/reporting
http://lni.wa.gov/ClaimsIns/Insurance/File/Online/Default.asp
mailto:contreg@lni.wa.gov
http://dor.wa.gov/Content/DoingBusiness/MyAccount/doingBus_CorpDiss.aspx
http://www.sos.wa.gov/corps
https://www.sos.wa.gov/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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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인증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십시오. 타 주(워싱턴 주 외) LLC의 경우 취소 

진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십시오. 폐업 및 취소 신청은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주정부 인증 사업체 

• 미성년자 및 여성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사무실 (OMWBE)  

- 여성 소유 또는 미성년자 소유 사업체로 OMWBE의 인증을 받았다면 

사무실로 연락하여 인증 사업체 목록에서 해당 사업체를 삭제하시기 바랍 

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866) 208-1064로 전화하신 후 인증 데스크를 요청해 

주십시오. 

• 재향군인 사안부 

- 재향군인 소유 사업체로 인증을 받았다면 사무실로 연락하여 인증 사업체 

목록에서 해당 사업체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  

(800)-562-0132로 전화하신 후 1번을 눌러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류 및 대마초 위원회 

• 폐업하려는 사업체가 주류 또는 담배, 마리화나류를 판매했을 경우, 주류 및 대마초 

위원회에 알리십시오. http://lcb.wa.gov/enforcement/contact-your-officer를 

방문하거나 집행사무소 고객센터 (360) 664-9878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허가 신청 

관련 문의는 (360) 664-1600 번으로 전화주십시오.  

 

보건부 

• 사업체가 면허 부서를 통해 면허를 허가받아야 하는 직종인 경우,귀 사업체가 

폐쇄된다는 것을 부서에 통보하십시오.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 사업체가 면허 부서를 통해 면허를 허가받아야 하는 직종인 경우, 귀 사업체가 

폐쇄된다는 것을 부서에 통보하십시오.  

 

지역 

사업체를 운영한 해당 도시나 타운 또는 카운티에 알리십시오. 최종 세금 환급을 

마무리하십시오(도시 - 사업 및 점유세, 카운티 - 재산세). 최종 세금 환급을 

제출하십시오(도시 - 사업 및 점유세, 카운티 - 재산세). 

https://www.sos.wa.gov/corps/
https://www.sos.wa.gov/corps/
https://www.sos.wa.gov/corps/
https://www.sos.wa.gov/corps/
http://omwbe.wa.gov/certification/
http://omwbe.wa.gov/directory-certified-firms
http://www.dva.wa.gov/program/veteran-owned-business-certification
http://lcb.wa.gov/enforcement/contact-your-officer
http://www.doh.wa.gov/AboutUs/DepartmentofHealth/ContactUs.aspx
http://www.dol.wa.gov/business/?hcwp
https://access.wa.gov/topics/business/City/Business/License.html
http://mrsc.org/Home/Research-Tools/Washington-County-Profil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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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관련자에게 통보 

직원, 대출기관, 보험회사, 거래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임대주, 고객, 기타 관련 자에게 

폐업 의도를 알리십시오. 이들과 금전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환하거나 상환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십시오. 

 

법인과 LLC는 채권자에게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폐업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청구서를 보낼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청구서를 제출할 기한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통지에는 폐업하는 사업체가 RCW 23B.14에 제공 또는 기술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청구를 요청하는 필수 공개 폐업 통지서가 포함됩니다. LLC는 

VIII조 RCW 25.15에 기재된 다른 요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사망으로 인한 사업체 폐업 

사망으로 인해 사업체를 폐업하는 경우, 다음 기관에 통지하십시오. 여기에 모든 

정부기관이 나열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기관은 사망으로 인한 

사업체 폐업 절차에 따른 특별 절차가 없는 기관입니다. 

 

주류 및 대마초 위원회(LCB): 

WSLCB 관련 사망과 연관된 WAC 314-07-100  

주류 판매 허가 소지자의 사망 또는 업무 능력 중지. 

(1) 임명된 후견인, 집행자, 관리자, 수령인, 수탁자 및 양수인은 사망, 능력 중지, 관리, 

파산 또는 면허 소지자의 채권자를 위한 양도 시 위원회의 면허 및 규정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범죄 경력 확인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임명된 후견인, 집행자, 관리자, 수령인, 

수탁자 및 양수인에 기존 면허 기간동안 허가된 사업장에서의 주류 판매와 면허 

만료 시 갱신을 서면 승인합니다. 

(3) 법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진정한 이해당사자는 사업체 주류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이 사유가 될 수 있는 면허 양도는 RCW 66.24.025. 

 

면허 양도 — 비용 — 예외 — 법인 변경, 승인 — 비용  

(1)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사망한 주류 면허 소지자의 면허는 생존해있는 

배우자가 결혼 상태를 유지하며, 면허가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경우에만 생존해있는 배우자에게 무료로 양도됩니다. 생존해 

있는 당사자의 자격 요건을 고려하기 위해 *주류 관리 위원회는 범죄 이력 기록 

정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양식을 작성한 개인(들)의 이전 체포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3B.14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25.15
http://lcb.wa.gov/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314-07-100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66.24.025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66.2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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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죄 판결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워싱턴주 순찰대와 연방수사국의 신원 

확인 부서에 범죄 이력 기록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연방수사국에 범죄 이력 기록 정보가 제출된 모든 신청자의 지문 채취를 

요구합니다. 

(2) 허가된 법인의 체납 및/또는 발행된 주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 판매나 

허가된 법인의 임원이 제안한 변경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 소유 및/또는 

법인 임원 변경 절차에는 $7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참고: “주 정부 주류 관리 위원회”는 2015 c 70 § 3에 따라 “주 정부 주류 및 

대마 위원회”로 개명되었습니다.  

 

세무부(DOR) – 사업체 인허가 서비스(BLS) 세: 

사업체 활동, 소유주 구조 등에 따라 DOR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특정 

질문은 DOR – 사업체 면허 서비스(Businesss Licensing Service)에 360-705-6741번이나 

DOR – 납세자 서비스(Tax Payer Services)에 360-705-670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노동 및 산업부(L&I) 

사업체가 근로자 산재 보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등록된 컨트랙터인 경우, 유한회사 등기회원/관리자, 법인 임원 또는 

파트너를 등록부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사망 진단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컨트랙터 

사업체가 파트너십인 경우, 사업체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고용안정부(ESD): 

사망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사업 종료 사업체 변경 양식 을 제출하십시오. 다시 

연락받을 필요가 없도록 사망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셔도 되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 파트너가 사망한 후 여러 명의 파트너 형태로 파트너 관계 또는 LLC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경우, 계정이 갱신될 수 있도록 5208C-2 소유권 

갱신 양식 과 함께 위와 동일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신고(사망 진단서 발송 등)에 대한 ESD의 요건은 없습니다.  

 

주 국무 장관 

사망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다른 사람에 의해 매각되거나 인수되는 

경우, 기업의 총재 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연간 보고서 또는 수정된 연간 보고서가 

http://lawfilesext.leg.wa.gov/biennium/2015-16/Pdf/Bills/Session%20Laws/Senate/5052-S2.SL.pdf?cite=2015%20c%2070%20%C2%A7%203
https://dor.wa.gov/doing-business
https://dor.wa.gov/manage-business/close-business
https://dor.wa.gov/manage-business/close-business
http://www.lni.wa.gov/ClaimsIns/
https://esd.wa.gov/employer-taxes/forms-and-publications
https://esd.wa.gov/employer-taxes/forms-and-publications
https://esd.wa.gov/employer-taxes/forms-and-publications
https://corps2.sos.wa.gov/PDF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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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와 수정 보고서는 모두 www.sos.wa.gov/corps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부(DOL) 

사업체에 부여된 인허가의 유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사업체 폐업 통지는 관리 

프로그램/기관에 통보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으며, 준수해야 할 지침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통보- 사망 진단서 사본 

사업체 폐업 시 다음 면허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리 프로그램은 사망으로 인한 

폐업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 미용, 문신 (미용학 고등[Postsecondary]학교 제외) 

프로그램 연락처: 

Cosmetology/Tattoo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26 

Olympia, WA 98507 

이메일: plssunit@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626 / 팩스: (360) 664-2550 

• 경매 및 경매회사 

프로그램 연락처: 

Auctioneer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26  

Olympia, WA 98507 

이메일: plssunit@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626 / 팩스: (360) 664-2550 

• 격투기 

프로그램 연락처: 

Combative Sports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26 

Olympia, WA 98507 

이메일: plssunit@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644 / 팩스: (360) 570-4956 

• 경호원 회사 

프로그램 연락처: 

Private Security Guard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649 

Olympia, WA 98507-9649 

이메일: security@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611 

http://www.sos.wa.gov/corps
mailto:plssunit@dol.wa.gov
mailto:plssunit@dol.wa.gov
mailto:plssunit@dol.wa.gov
mailto:security@dol.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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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조사 기관 

프로그램 연락처: 

Private Investigator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649 

Olympia, WA  98507-9649 

이메일: security@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611 

 

세부 통보 

사업체 폐업 시 다음 면허 유형에 속하는 경우, 아래 제시되는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사업을 폐쇄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면허 유형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딜러 

프로그램 연락처:  

Dealer & Manufacturer Services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39 

Olympia, WA 98507-9039 

이메일: dealers@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466 

지침: 

사업체는 서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요청서를 보내 폐쇄할 수 있습니다.   

• 면허가 사업체 폐쇄 후 6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딜러는 만료 후 10일 이내에 면허 

및 특별 번호판을 당국에 반송해야 합니다. 이는 우편 발송 또는 딜러 조사관에 

연락하여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허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면허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서명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딜러 또는 승인되지 않은 대표자는 면허 또는 별도 종이에 면허의 

자발적 포기를 표시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사업체 대표 또는 소유주 사망의 경우: 

• 딜러의 개인 대리인은 신규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사업체를 서서히 종료하기 위한" 

면허 비용을 지불하고 6개월 이후 폐쇄해야 합니다.   

• 개인 대리인이 LLC/법인명인 경우 대리인은 신청을 포기해야 하지만 지문 카드 및 

개인/범죄 이력 진술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은 사업체를 인수하는 대신 다른 딜러에게 재고 목록을 위탁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 프로그램에서는 본 절차를 보조할 개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유주가 능력 불능이 되고, 특정 개인이 딜러를 대신해 행위하는 경우 상기 항목과 더불어 

위임장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mailto:security@dol.wa.gov
mailto:dealers@dol.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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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견인 트럭 운영업체/ 딜러/ 리무진 회사/ 차량 운송업체/ 택시/ 대여 차량/ 

스노모바일 딜러 

프로그램 연락처:  

Limousines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39 

Olympia, WA 98507-9039 

이메일: dealers@dol.wa.gov  

전화번호: (360) 664-1389 

지침: 

허가증 및 특별 번호판을 반드시 부서로 보내거나 

배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점 조사관이 

허가증 수령을 위해 사업 종료 후 10일 내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운반업체/폐지 처리업자 

프로그램 연락처: 

Dealer & Manufacturer 

Services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39 

Olympia, WA 98507-9039 

이메일: dealers@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466 

지침: 

허가증 및 특별 번호판을 반드시 부서로 보내거나 

배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점 조사관이 

허가증 수령을 위해 사업 종료 후 10일 내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WAC 308-65-160 

• 차 처리업자 

프로그램 연락처: 

Dealer & Manufacturer 

Services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39 

Olympia, WA 98507-9039 

이메일: dealers@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466 

지침: 

폐차 처리업자는 반드시 사업 종료 후 10일 내에 

허가증 및 특별 번호판을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WAC 308-63-130 

• 고철 처리업자, 공급자, 재활용업자 

프로그램 연락처: 

Scrap Metal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649 

Olympia, WA 98507-9649 

이메일: 

scrapmetal@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611 

지침: 

스크랩 금속 처리 사업체는 반드시 사업 종료 후 10일 

내에 허가증 및 특별 번호판을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WAC 308-70-220 

mailto:dealers@dol.wa.gov
mailto:dealers@dol.wa.gov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308-65-160
mailto:dealers@dol.wa.gov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308-63-130
mailto:scrapmetal@dol.wa.gov
http://apps.leg.wa.gov/wac/default.aspx?cite=308-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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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보트) 딜러 

프로그램 연락처: 

Dealer & Manufacturer 

Services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39 

Olympia, WA 98507-9039 

이메일: dealers@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466 

지침: 

아래 제시된 서류를 부서에 제출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Attn: Dealer Services Program[수신인: 딜러 서비스 

프로그램]”라고 기재):   

1. 사업 종료 통보문  

2. 부서에서 발급한 선박 딜러 등록부. 

• 모듈형 주택/여행용 트레일러 딜러/자동차 제조업자/도매업자/기타 

프로그램 연락처: 

Dealer & Manufacturer 

Services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39 

Olympia, WA 98507-9039 

이메일: dealers@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466 

지침: 

허가증 및 특별 번호판을 반드시 부서로 보내거나 

배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리점 조사관이 

허가증 수령을 위해 사업 종료 후 10일 내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감정 관리 회사 

프로그램 연락처: 

Appraisal Management 

Company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21 

Olympia, WA 98507-9021 

이메일: 

dolbpdamc@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504 

지침: 

지정 관리인 사업 폐업 진술서 작성 후 부서로 송부. 

• 미용학 고등(Postsecondary)학교 

프로그램 연락처: 

Cosmetology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26 

Olympia, WA 98507 

이메일: plssunit@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651 

지침: 

부서로 송부할 문서: 

1. 제출한 기록은 필수적으로 3년간 보관됨 

2. 등록된 학생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 

3. 남은 수업료가 학생에게 환불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4.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통한 학생 수업 이수 시간 

종료를 증명할 자료 

5. 폐교 전 마지막 학생 월간 성적표 사본 

6. 이미 이수한 시간에 대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생 관련 서류 

7. 학교 대표 관련 연락처 정보 

8. 채권 정보 

mailto:dealers@dol.wa.gov
mailto:dealers@dol.wa.gov
mailto:dolbpdamc@dol.wa.gov
mailto:plssunit@dol.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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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훈련학교 

프로그램 연락처: 

Driver Training School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27 

Olympia, WA 98507-9027 

이메일: tse@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692 

지침: 

1. http://www.dol.wa.gov/forms/661017.pdf에 제공된 

운전자 훈련학교(DTS) 폐교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Secure Access Washington (SAW) 포털에 모든 과정 

수료 입력 

3. 학교 허가증 및 강사 면허증 사본을 부서 DTS 

프로그램 부서에 반납 

4. 과정 수료 전인 학생 목록을 부서에 제출 

5. 과정 수료 전인 학생 기록을 부서에 제출 

6. 시험 장소 폐업의 경우:  

• 모든 시험 성적이 SAW 포털에 입력되었는지 

확인 

• 사용되지 않은 지식 및 기술 시험 형식 사본이 

전부 폐기되었는지 확인 

• 보석금 대행업 

프로그램 연락처: 

Bail Bond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649 

Olympia, WA  98507-9649 

이메일: security@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611 

지침: 

1. 감독 기관이 대리점/지사가 위치한 관할 구역에서 

모든 채권이 면제되었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계속 

모든 미지불 채권에 대한 채무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인허가부는 담보 반환에 대해 보증자 불만을 받지 

않았습니다. 

3. 감독 기관은 대리점 폐쇄를 통보 받은 시점부터 

언제든지 폐쇄하는 대리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스크랩 금속 사업 

프로그램 연락처: 

Scrap Metal Program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649 

Olympia, WA  98507-9649 

이메일: 

scrapmetal@dol.wa.gov  

전화번호: (360) 664-6611 

지침: 

고철 사업 폐쇄 후 면허 취소를 위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영업 허가증과 특별 번호판을 부서로 반납해야 

합니다. 

• 장례식업 

프로그램 연락처: 

Funeral and Cemetery 

Licensing 

면허 부서 (Department of 

Licensing) 

PO Box 9012 

Olympia, WA  98507-9012 

이메일: funerals@dol.wa.gov  

전화번호: (360) 664-1555 

지침: 

1. 이미 체결된 장례 서비스 계약은 RCW 

18.39.250(8).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부서에 통보합니다. 

 

mailto:tse@dol.wa.gov
http://www.dol.wa.gov/forms/661017.pdf
mailto:security@dol.wa.gov
mailto:scrapmetal@dol.wa.gov
mailto:funerals@dol.wa.gov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18.39&full=true#18.39.250
http://apps.leg.wa.gov/rcw/default.aspx?cite=18.39&full=true#18.3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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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워싱턴주의 중소기업 담당자 가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익명으로 처리되는 간단한 설문조사 에도 참여하셔서 중소기업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oria.wa.gov/Portals/_oria/VersionedDocuments/Business_Publications/sbl_flyer.pdf
https://www.surveymonkey.com/r/bizguidefeedb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