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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트럼프 세제개혁: Tax Cuts and 

Jobs Act 
2017년 12월 2일 새벽 미연방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세제개혁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16일에 하원의 세제개혁안이 통과된데 이어 상원의 세제개혁안도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향후 세제개혁안이 최종 입법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하원과 상원의원들은 별도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 모여서 두 법안간의 

차이점을 조율한 후, 최종합의된 법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최종합의된 법안은 다시 한번 양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게 되면 

개혁안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존 공화당의 개혁안과 같이 상원의 세제개혁안에도 소득세율의 인하 등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개혁안과 세수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원의 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상원의 개혁안도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소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과세제도(Base Erosion Tax)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가 요구됩니다.  

   

상원과 하원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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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련사항 
현행 하원 법안 상원 법안 

법인세율 

35% (과세표준 천만불 이하의 경우 

34%) 

현재 최고 35%의 법인세율을 

20%단일세율로 변경 (2018년부터) 

현재 최고 35%의 법인세율을 

20%단일세율로 변경 (2019년부터) 

감가상각비용 공제 

가속상각과 20년 이하의 내용연수 

자산의 경우 취득년도에 50%보너스 

감가상각 가능 

기계 장치등의 자산구입 비용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00% 보너스 

감가상각가능 (중고자산 포함, 

9/27/2017부터 1/1/2023 사이 취득 

자산) 

특정 사업 자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100% 보너스 

감가상각가능 (중고자산 미포함, 

9/27/2017 부터 1/1/2023 사이 취득 

자산) 2023년이후 연도부터 보너스 

감가상각율이 80%,60%,40%,20%로 

순차적으로 감소되어, 2027년부터 

보너스 감가상각 불가. 

 

이자비용 공제  

 

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 제한 (이자, 

세금공제,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EBITDA) 의 30%로 제한) 

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 제한 (EBIT 의 

30%로 제한) 

결손금 공제 

2년 소급공제, 20년 이월공제 가능 

영구적으로 이월공제 가능. (단, 당해 

소득의 90%를 한도로 공제).  

소급공제는 폐지. (단, 영세기업의 

상해 및 재해 손실에 대해서는 1년 

소급공제 허용) 

이월결손금 금액은 물가상승지수를 

반영하여 이후 년도에 조정됨. 

영구적으로 이월공제 가능. (단, 당해 

소득의 90%를 한도로 공제. 

2023년이후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80%를 한도로 공제).  

소급공제는 폐지. (단, 농업손실에 

대해서는 2년 소급공제 허용) 

물가상승지수 반영하지 않음. 

세액 및 소득공제 (Tax Credit & 

Deduction) 

연구개발 세액공제 

(R&D Credits)  

국내제조활동공제 (Section 199 

Deduction)등 다양 

연구개발세액공제 (R&D Credits)유지, 

국내제조활동공제 폐지. 

저소득주택세액공제 (Low income 

housing credit)유지. 

 

연구개발비용공제 (R&D Expense 

Deduction) 5년 에 걸쳐 상각 

연구개발세액공제 (R&D Credits)유지, 

국내제조활동공제 폐지 (2019 부터 

폐지). 저소득주택세액공제 (Low 

income housing credit)유지.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 폐지 최저한세 유지 



 

국제조세 관련사항 
현행 하원 법안 상원 법안 

해외관계사거래 추가 과세: 

세원잠식방지 (Prevention of Base 

Erosion) 

20% 특별세 (Excise Tax): 국내기업이 

해외관계사에 지불한 금액에 

(이자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 

20% 과세; 또는, 

 

해외관계사가 미국관계사로 부터 

받은 금액 (이자비용 제외) 을 

미국연관사업 소득(US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으로 간주해 

미국법인소득으로 신고가능 (20%), 

해당법인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납부세액의 80% 

까지 공제가능 

세원잠식방지 최저한세 (Base Erosion 

Minimum Tax):  

 

과세표준 (taxable income)에 부과된 

20% 법인세액과 조정과세표준에 

부과된 10% 중 더 큰 세액을 과세.  

 

조정과세표준에는 관계사 지불금액을 

공제하지 않음. 관계사지불금액에는 

로얄티등은 포함하나 재고자산의 

원가는 포함되지 않음.  

예시 

매출:$1,000 

해외관계사지급액: 수입원가 $200, 

로얄티 $400 

일반영업비용: $100 

영업이익: $300  

해외관계사 지급액과 관련된 원가와 

구분 영업비용: $500  

미국연관사업순소득: $100 ($600-

$500) 

외국납부세율: 22% 

 

특별세: 20%*$600 (해외관계사 

지급액) = $120 

 

또는  

 

관계사지급액의 

미국연관사업순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00 =$20 

외국납세세액공제: 80% of ($100 * 

22%) =$17.6 

외국납부세액공제후 세액: $20 - 

$17.6 = $2.4 

법인세액: 20%*$300 = $60 

 

또는 

 

조정과세표준의 10%: 

($300+$400)*10% = $70 

중에 더 큰 세액 

 

결과적으로 법인세에 추가로 $10의 

세원잠식방지 최저한세가 과세.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국내소득과 동일하게 최고 35%의 

세율로 과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사업장의 투자 

수익률이 일반 수익률 (7% + 단기 

연방 이자률) 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10% 과세 

국내 부채금액을 초과한 해외 

계열사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불허; 미국납세자의 

지적 재산권 사용으로부터의 국외 

수입에 낮은세율 12.5% 적용; 

해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 소득에 

대해 10% 과세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 

해외 자회사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고 35%의 세율로 과세.  

해외 자회사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100% 면세 

해외 자회사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100% 면세 

과거 축적된 해외 자회사 누적 

이익잉여금의 미국 배당에 대해 14% 

(비현금 자산 7%) 과세   

과거 축적된 해외 자회사 누적 

이익잉여금의 미국배당에 대해 14.5% 

(비현금 자산 7.5%) 과세   

 

개인소득세 관련사항 
현행 하원 법안 상원 법안 

세율 

10% - 39.6% (7개의 단계) 

12%, 25%, 33%, 39.6% 의 4단계 

세율 도입 
10% - 38.5% 7단계 세율 도입 

파트너쉽, LLC, S-Corporation 등 

기업 (Pass-Through) 세율 

주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주의 

세율 

Pass-through기업 영업소득 중 

30%는 자본투자소득으로 

간주하여 25%의 세율적용함 

Passive business 소득의 경우도 

25%의 특별세율을 적용 

Pass-through 의 영업소득에 대해 

23%의 소득공제 (tax deduction) 를 

제공함.  

소득공제 금액은 주주 W-2 소득의 

50%로 제한됨 (2025년까지). 

표준공제금액 (Standard Deduction) 

미혼 - $6,300 

기혼자 공동신고  – $12,600 

표준공제금액 상향조정 

(미혼: $12,200, 기혼자 공동신고: 

$24,400) 

표준공제금액 상향조정 

(미혼: $12,000, 기혼자 공동신고: 

$24,000)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4,050 

인적공제 폐지 인적공제 폐지 



항목별 공제금액  

(Itemized Deduction) 

의료비, 모기지 이자비용, 주세, 기부 

등의 비용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모기지 대출금의 

$500,000에 대한 이자) 와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유지. 

주세 공제 폐지, 재산세 공제 

1만불까지 가능. 

주택담보대출 이자 (모기지) 와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유지.총과세소득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  

주세 공제 폐지. 재산세 공제 

1만불까지 가능.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s) 

자녀 일인당 $1,000 
$1,600 까지 자녀 세액공제금액 인상  $2,000 까지 자녀 세액공제금액 인상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 폐지 최저한세 유지. 기본공제 증액 

순 투자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기혼자 공동신고의 경우 

$250,000 이상 순 투자소득에 3.8% 

과세 

언급되지않음 

(현행 3.8% 유지) 

언급되지 않음  

(현행 3.8% 유지)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15% (혹은 20%) 
현행유지 현행유지 

상속세 (Estate Tax) 및  

격세상속세 (Generation Skipping 

Tax) 

$5.5M(기본공제금액)까지 면세 

2023년 부터 격세상속세 폐지, 

상속세 기본공제금액을 $10M으로 

증액후 이후 물가상승지수 적용 

상속세 기본공제금액을 $10M으로 

증액후 이후 물가상승지수 적용 

 

참고 자료 
위 내용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첨부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us/pdf/2017/12/tnf-senate-passed-bill-dec4-2017.pdf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us/pdf/2017/12/tnf-senate-passed-bill-dec4-2017.pdf


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KPMG 한국부의 각 지역 (뉴욕, 

로스엔젤레스, 애틀란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ew York 

박상환: 212-872-6993, shpak@kpmg.com 

이웅근: 212-872-7954, guslee@kpmg.com 

이경렬: 212-872-5658, kklee@kpmg.com 

김범준: 212-872-6797, bjkim@kpmg.com  

Los Angeles 

김준경: 213-955-8514, jkkim@kpmg.com 

김창욱: 213-593-6683, cpkim@kpmg.com 

성윤상: 213-817-3215, ysung@kpmg.com  

곽    훈: 213-955-8504, hkwak@kpmg.com  

구동근: 213-955-8666, donggeunkoo@kpmg.com  

Atlanta 

강훈규: 404-222-3580, hoonkang@kpmg.com 

홍정기: 404-222-3066, chong@kpmg.com 

정효식: 404-222-3293, hyosikjeong@kpmg.com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mailto:shpak@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shpak@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guslee@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guslee@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kklee@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kklee@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bjkim@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jkkim@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jkkim@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cpkim@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cpkim@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ysung@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hkwak@kpmg.com
mailto:donggeunkoo@kpmg.com
mailto:hoonkang@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chong@kpmg.com?subject=KPMG%20Publications%20Update
mailto:hyosikjeong@kpmg.com
http://www.kpmg.com/socialmedia
http://www.kpmg.com/app
http://twitter.com/kpmg
http://www.linkedin.com/company/kpmg
http://facebook.com/kpmg
http://youtube.com/kpmg
https://plus.google.com/114185589187778587509
http://instagram.com/kpmg
http://www.kpmg.com/app


Privacy | Legal 

You have received this message from KPMG LLP. If you wish to unsubscribe or have any questions, please send an 
email to us-laxkoreanpractice@kpmg.com.  

© 2017 KPMG LLP,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the U.S.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http://www.kpmg.com/US/en/Pages/privacy.aspx
http://www.kpmg.com/US/en/Pages/onlinedisclaimer.aspx
mailto:us-laxkoreanpractice@kpmg.com

	법인 관련사항
	국제조세 관련사항
	개인소득세 관련사항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