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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TAX면제  서류 작성 방법 
 
우리교회는 501( c ) (3) Nonprofit Organization이여서 물품구입시에 내는 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다.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뉴멕시코 세무청(New Mexico Taxation and Revenue Department)에서 
발행하는   Non-Taxable Transaction Certificate(NTTC)를 받아 상점 또는 물품 구입처에 제출해야 
된다.  이 서류를 On-Line으로 신청하고 다운받는 방법과 우편으로 받는 두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이 서류는 거래하는 상점에 한번 만 제출하면 계속 유효하므로 먼저 우리교회와의 거래유무를 
확인하고 이 서류를 과거에 제출한적이 있으면 더 이상 발행할 필요가 없고 물품 구입시에  
교회이름과 전화번호만 주면 면세가 된다.  만일 NTTC서류를 과거에 제출한적이 없었다면 상점의 
CRS ID # (통상적으로 State Tax ID Number라고도 한다)를 받아 이 서류 작성을  on-line으로 하든지  
우편으로 받은 증서를 갖어가서 상점에  증서를 주면 된다.   우편으로 받은 Blank증서를 가져갈 
경우에는 상점 CRS ID와 주소등을 증서에 기입하고 Buyer Section에 기입한 사항은 곧 우편 또는 
On-Line으로 세무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미 세금 면제 증서를  제출한 업소로는  아래와 같은 업소가 있다.   
 Sam’s Club,             Costco,             Office Depot,          OfficeMax,     Lowe’s Home Improvement,    
 Plant World Inc.,     Music Mart,      Summit Electric Supply,                Xpedx Paper Store   
 
1.  On Line으로 Non-Taxable Transaction Certificate(NTTC) 작성방법 
 
1. 인터넷 접속을 하고 아래의 주소를 입력한다. 
 www.tax.newmexico.gov 
2. New Mexico Taxation and Revenue Department 홈페지가 뜨면 Online Services에 마우스를 
가저가면 풀다운 메뉴가 나오고 그림에 표시한 Non Taxable Transaction Certificates를 클릭한다.  
 

 
 
3. Online Services 제목의 페지에 Online Electronic NTTC와 우편으로 받는 Paper NTTC 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인터넷으로 받기위해서는 Electronic NTTC에서 푸른 글씨로 된 NTTC-Net를 
클릭한다.   

 



4. Logon 창이 뜬다. 우리 교회의 CRS ID 번호를 넣는다.  이 ID는 11단위의 수자로 되어 있다.  
0221로 시작되는 이 번호는 재정위원에게 문의하여 얻도록하며 관계자 외의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번호를 입력하고 Enter를 클릭한다. 
 

 
5.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이것 역시 재정위원에게서 직접 받아서 입력한다. 문자와 수자의 조합으로 
된 패스워드를 넣으면 아래의Welcome 창이 뜬다.  Buyer/Lessee Functions 이란 메뉴에  마우스를 
가저가면 풀다운 메뉴가 나오고 Execute NTTC를 클릭한다. 

 
 
6. 서류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 된다. Step 1에서 9번을 클릭하고 Step 2에서 Seller/Lessee with NM 
CRS ID를 클릭,  Step 3에서 구입처의 CRS ID 번호를 입력한다.  역시 11단위의 연속된 수자이다. 
번호가 맞으면 구입처의 주소 이름이 4번 에 나타남으로 구입처의 번호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Step 5에가서  Execute 시행명령을 클릭해 주면 NTC 서류가 나온다. 인쇄를 해서 Buyer’s 
Copy는교회 재정부에 제출 보관하게하고  위 부분은 Seller에게 주면 된다. 
 

 



7. 면세증서의 견본 

 
 
2.  재래식 Non-Taxable Transaction Certificate(NTTC) 작성방법 
 
인터넷을 쓰지 않고 재래식 우편물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미리 Blank 증서를 주 정부로 
부터 받아놓고 (5장까지 가능) 물품 구입시에 증서를 들고 가서 거래처의 State Tax ID(CRS #)를 
적어 넣으면 증서가 발효함으로  편리한 점도 있다.  사용한 증서의 기입사항을 인터넷으로 보고 
하든지 서면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증서를 공급 받지 못함으로 이 점을  유념해야 된다. 
 
1.  후일에 사용할 (To be executed at a later date) NTTC신청서를 우편으로 주정부 세무청에 보낸다. 
      이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수 있다.    On Line 방식의 설명 Step 1, 2를 따라가면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뜬다.  Paper NTTCs에서 푸른색 글씨로 된 ACD-3105, Application for Nontaxable 
Tranxaction Certificate(NTTCs)을 클릭하면 신청서가 나온다. 

 



 
2. 신청서를 다운 받아 프린트한다.  우편주소가 있고 작성요령을 설명되어 있다. 밑에 부분이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견본을 아래에 제시했다. 우리 교회의 CRS 번호의 xxxx는  
재정부에 문의해서 써 넣고 Type of NTTC는 9, 신청 매수는 5장이 최대수자임으로  그곳에 
동그라미를 한다. 
 

 
3. NTTC증서를 받으면 필요한 때에 한장씩 사용한다. 사용한뒤에는 Buyer’s Copy에 기록된 사항을 
인터넷으로 Taxation Department에 보고한다. 5장의 증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 또 다시 5장의 
증서를 발급받을수 있다. 
4.  증서를 사용한뒤에 보고하는 방법을 아래에 제시한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본 온라인 
NTTC 작성방법에서 제시한 Step 1에서 5까지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며 여기서 Complete 
NTTC를 클릭한다. 

 
 
5. 발급 받은 Blank NTTC 증서의 서류번호가 나온다. 해당서류에 Update를 클릭한다. 

 
6.  물건을 구매한 업체의 이름, CRS ID(State Tax ID), 사용날짜를 입력하고 Step 4에서  Save를 
클릭하면 보고가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