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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의 방향성 원칙 발표 

미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Steven Mnuchin)과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게리 콘 

(Gary Cohn)이 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의 주요 원칙 (Core Principle) 과 방향성에 대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종전에 발표되었던 하원의 세제개혁 청사진과 트럼프 대통령 선거유세 중 내놓은 

세제개혁의 안과 유사하나, 많은 한국기업이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국경조정세 (Border 

Adjustment Tax) 에 대해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혁 주요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 논의를 거친 후 의회를 통해 법안발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혁을 통해 높은 세율로 인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세법 체계를 

간소화 하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 다국적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의 과세기준으로 경쟁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글로벌 세금체제에서 속지세금체제 (Territorial 

Tax System) 로 전환하기로했다. OECD 가입국중 대부분이 체택하고 있는 속지세금 체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면세하여, 미국 다국적기업에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6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내놓은 세제개혁 청사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유세 중 내놓았던 공약, 

그리고 26일 기자회견때의 주요 원칙을 아래의 표에 정리, 요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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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속지세금체제 (Territorial Tax System) 

현재 OECD 가입국 중 5개국 (미국, 한국, 칠레, 아일랜드, 멕시코)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과세방식으로, 세부적으로 과세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국내에서 판매된 재화 혹은 

서비스가 제공된 분의 영업이익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해외자회사가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미국 본사에 환수할 시, 속지세제 하에서는 미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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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제개혁이 입법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듯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세제개혁안은 의회와 조율하여 오는 6월쯤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일단 하원에서 

법안이 발의되어야하고, 그 발의된 법안이 토의와 수정, 하원의원의 과반찬성을 거쳐 상원에서 의석 

100석중 60석 이상의 찬성 (혹은 Budget Reconciliation을 통한다면 50석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현재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가 52석이기 때문에 전체 공화당의원의 찬성을 받더라도 민주당의원의 찬성을 

얻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상, 하원의 결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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