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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form – 법인세 관련 주요내용 분석 
트럼프정부의 핵심공약이었던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연방 세제개혁안이 지난 12월 22일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1.5조 달러의 감세가 예상되는 이번 개혁법안은 개인,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 

다국적 기업등 전분야에 걸쳐 상당한 세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법인세율인하, 보너스 감가상각등 기업친화적인 조항뿐만 아니라 이자공제제한, 국내제조 소득공제 

폐지등 증세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서 벌어들인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등 수출 

장려 법안도 다국적 기업들의 세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업들의 세제개혁 이해와 검토을 돕기 

위해 법인세 개편 주요내용과 국제조세에서 새롭게 도입된 자본잠식 최저세 (Base Erosion Alternative Tax), 글로벌 

저과세 소득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해외 무형자산 소득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에 

대해서 아래 설명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면서  전략적인 세무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인소득세 주요개편 조항 
 

법인 세율 및 배당금 감면 차감 세율 
 

개정세법은 현재 법인세율 구조를 개정하여 2017년 12월 31일이후 시작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최고 35%의 누진세율에서 21% 단일세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 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에서 65%로, 20% 미만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 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70%에서 50%로 낮추었습니다.   
 

감가상각비용 공제 
 

감가상각 가능한 자산의 일시비용처리 한도 확대 

세법 제 179조 고정자산의 일시 비용처리 한도는 이전 50만 달러에서 최대 1 백만 달러로 증가되었습니다. 동 변경 

사항은 2017 년 12월 31 일이후 시작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됩니다. 
 

특정 사업 자산에 대한 한시적  100% 보너스 감가상각 

특정 사업 자산(중고자산 포함)에 대하여 한시적으로(9/27/2017 부터 1/1/2023 사이 취득 자산)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허용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보너스 감가상각율이 80%, 60%, 40%, 20%로 순차적으로 

감소되어, 2027년이후 사업년도부터는 보너스 감가상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09/28/2017 이전에 

구입되었지만,  09/27/2017 이후에 사용되어지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감가상각비용 공제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50% - 30% (2017년 사용자산: 50%, 2018 년 사용자산: 40%, 2019년 사용자산: 30%)의 보너스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감가 상각 제한액 수정 

2017년 이후에 운행되는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제한액은, 보너스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연도 금액 

1st $10,000 

2nd $16,000 

3rd $9,600 

After 3rd year $5,760 
 

동종자산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 
 

동종자산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부동산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교환에 대해서는  동종자산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세법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은 국외소재 부동산의 동종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12/31/2017 이후 완료된 

동종자산교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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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 제한 
 

개정세법은 기존 제 163(j) 조 규정 (Earnings Stripping Rule)을 수정하여 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동 제한규정은 이자비용 공제이연, 이자비용 자본화 등 기타 이자비용 제한규정이 먼저 적용된 

이후에 적용 됩니다. 아래는 개정전 규정과 새로운 규정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개정전 세법 제 163(j) 조 개정 세법 제 163(j) 조 

공제제한 대상이자 관계회사로 부터의 차입금 또는 

관계회사가 지급보증한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모든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공제제한 대상법인 부채자본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법인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이 $25M이하인 

법인, 특정공기업, 특정부동산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 

공제한도액 과세표준의 50% 2018년 – 2021년 : EBITDA의 30% 

2012년 이후 : EBIT의 30% 

공제한도 초과 이자비용 이월 향후 영구히 이월공제 향후 영구히 이월공제 

이자비용 초과 공제한도 이월 향후 영구히 이월되어 

공제한도에 가산 

이월되지 않음 

 

접대비 및 특정 부가혜택비용에 대한 공제 제한 
 

향응성 접대비는 전액비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오락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간주되는 활동, (2) 비즈니스,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타 사회적 목적으로 조직된 클럽의 회원 회비 또는 (3) 앞의 항목과 관련하여 사용된 시설 

또는 그 일부분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2017년 12 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년도부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100% 공제가 가능했던 직원복리 후생 식대는 2025년까지는 50% 만 공제되고, 2025년이후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업무관련 식대는 여전히 50% 공제됩니다. 
 

연구개발비 자본화 
 

이전 세법에서는 연구개발비는 발생하는 해에 비용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년도부터는 특정 연구개발비는 자본화후 5년 동안 균등상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외지출 연구개발비의 

경우 자본화 후 15 년 동안 상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화의 대상이되는 특정 연구개발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자본화된 연구개발비는 완전상각이전에 수명을 다하거나, 버려지거나 또는 처분되더라도, 

계속 잔여 상각 기간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급여 비용 공제  (과도한 급여에 대한 제한 수정)  
 

기존 상장기업의 임직원 수수료 및 급여에 적용되는 1 백만달러의 공제한도의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주식매입선택권등 성과급에 대해서도 동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적용 대상 임직원의 범위에 집행 임원 

(Principal Executive Officer), 재무 책임자 (Principal Financial Officer)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결손금 공제제한 
 

개정세법은 2018 사업년도부터  결손금 공제액을 과세 소득의 80 %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이월공제를 영구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전 세법에서 결손금은 2 년 

소급공제와 20년 이월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Tax Credit & Deduction) 
 

개정세법에서의 주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개발세액공제 (R&D Credit) 유지. 

• 국내제조소득공제 폐지(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 저소득주택세액 공제 유지(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 에너지투자세액공제 유지(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개정세법은 2018년 과세년도부터  법인세에 대한 최저한세를 폐지하였습니다.이월되는 최저한세 세액 공제액 

(AMT Credit)는 당해년도 일반 법인세 (Regular Tax) 와 상계 후 남은 세액공제액의 50%를 2018년부터 2020년 

사업년도까지 환급받을수 있으며, 잔존 세액공제액은 2021 년에 전액 환급됩니다. 
 

세원잠식방지세 (“BEAT”)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개정 세법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기존 미국세제가 해외기업이나 해외에 모기업을 둔 인바운드 (inbound) 미국 현지법인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인식입니다. 이 ‘운동장 평탄작업’을 위해 개정세법은 여러가지 당근과 채찍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 미국 투자 외국 소유기업들에게 가장 매서운 것이 세원잠식방지 최저세, Base Erosion and Anti-

Abuse Tax or “BEAT”, 라 할 수 있습니다.  
 

BEAT는 미국법인이 미국세제상 공제가능한 경비를 해외 관계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세원잠식 지급액”으로 

보고 이같은 세원잠식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최저세입니다. 당해연도 이전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이 연간 $500M 

이상인 미국법인 가운데 세원잠식비율 (Base Erosion Percentage)이 금융회사의 경우 2%, 비금융회사인 경우 3% 

이상인 법인들에 적용됩니다. 세원잠식비율은 ‘당해 연도 공제 총액’ 가운데 ‘세원잠식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Base erosion percentage (세원잠식비율) =  Base erosion tax benefits (세원잠식 공제액) 

                              All deductions for the year (당해연도 공제총액)*  
 

세원잠식 공제액은 해외 관계사에 지급하는 비용 전반과 해외 관계사로부터 취득한 감가상각 가능자산 

(depreciable or amortizable property)의 당해 감가상각비가 포함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국외 재보험 지불액 

(Reinsurance payment)도 세원잠식 공제액에 해당합니다. 반면, 매출원가 관련 지급액, ‘서비스 원가보전 방법’에 

의거하여 이윤없이 원가에 지급되는 서비스 관련 지급액은 BEAT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관계사’는 기존 

연방세법 6038A조에서 규정한대로 미국법인을  25 %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주주및 관계사, 이전가격 

조항인 연방세법 48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계사를 포괄합니다.  
 

매출원가가 세원잠식의 범주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조업과 종합상사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반면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권은 BEAT로 인한 세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및 증권 딜러는 BEAT 세율이 비금융권에 

비해 더 높고 세금을 부과하는 바탕이 되는 세원잠식비율 또한 비금융권보다 낮게 책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가평가제를 적용하는 일련의 파생상품 관련 지급액 또한 세원잠식 공제액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BEAT로 인해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금융산업을 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세원잠식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공제총액에는 이월결손금 (NOL)에 의한 공제, 수취 배당소득 공제 

(participation exemption), 개정세법에 의해 새로 신설된 해외 무형자산 소득 “FDII” 및 글로벌 저과세 소득 ”GILTI” 

관련 공제액이 제외됩니다. 
 

한국본사에 이자를 지급하고, 제 3국에 소재한 관계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비금융권 미국법인를 예로 들어 

2019년 BEAT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은 각각 $425M, $500M, 

$600M, $500M입니다. 매출원가및 위에서 언급한 예외항목을 제외한  당해연도 공제총액이 $100M, 표준 과세소득 

(Regular Taxable Income)도 $100M으로 가정합니다. 나아가 2019년 이 미국법인은 이자비용으로 $50M 을 

한국본사에 지급 하지만 현행 세법 163(j) 이자공제제한 조항에 묶여 $45M만 공제할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본사가 제공해준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원가보전 방법’에 의거, 이윤 없이 $5M 원가를 한국의 본사에 지불합니다. 

아울러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제 3국에 있는 관계사에게 $80M을 지불합니다.   
 

이 미국법인이 2019년에 BEAT의 과세대상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평균 매출 테스트’와 ‘세원 잠식 비율 테스트’라는 

두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가 모두 ‘양성’으로 나올 경우 BEAT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는 2016년부터 3년간 평균매출이 $508.3M 이므로 평균 매출 테스트가 양성으로 나옵니다.  세원 잠식 

비율 테스트는 조금 더 주의를 요합니다. 분자를 이루는 세원잠식 공제액은 해외 관계사 지급액 가운데 공제가 

허용되는 이자비용 $45M 과 로열티비용 $80M을 합해 모두 $125M입니다.  해외 관계사 지급 이자비용이 

$50M이지만 이 가운데 $5M은 세법 163(j) 조항에 묶여 당해연도 공제를 받지 못했으니 세원잠식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윤 없이 원가로 한국의 본사에 지급된 $5M 서비스 비용도 위에서 언급한 예외규정에 의해 

세원잠식 공제액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원잠식 공제액 $125M/당해연도 공제총액 

$100M으로 세원잠식 비율 3% 이상이기때문에 두 테스트 모두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 법인은 2019년도에 

BEAT 최저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제는 BEAT 최저세를 산출할 차례입니다.   
 

BEAT 최저세는 조정과세소득 (Modified Taxable Income)에 당해연도 BEAT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산출합니다. 

조정과세소득이란 세원잠식비율을 산출할때 분자로 쓰였던 세원잠식 공제액을 표준과세소득에 더한 금액입니다. 

사례의 경우 표준과세소득 $100M에 세원잠식 공제액 $125M를 합산한 $225M 이 조정과세소득입니다. 2019년의 

BEAT 세율은 10%이기 때문에, BEAT 최저세는 $22.5M ($225M*10%)입니다. 표준세 $21M (표준과세소득 

$100M*21%)에 더해 $1.5M의 BEAT 최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셈입니다. R&D Tax Credit은 이 최저세를 상계하는 

세액공제로 사용할 수 없음도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비금융권 법인의 BEAT 세율은 조정과세소득 기준 5% 

(2018년), 10% (2019-2025년), 12.5% (2026년 이후)이며 특정 은행 및 증권 딜러의 경우 이에 비해 1%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BEAT 최저세 조항은 불분명한 조항들이 상당 수 존재합니다. 일례로 

BEAT가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원가 보전 방법’에 의한 관계사간 서비스 지급액과 관련, 현행 이전가격 시행령은 

상당 예외조항를 두고있기때문에 전문적인 분석에 기반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해외 무형자산 소득과 글로벌 저과세 소득 (FDII & GILTI)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미국 법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무형자산 소득 (FDII)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율인 21%가 아닌 13.125%1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FDII는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무형자산 소득 (deemed intangible 

income) 중 해외에서 창출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형자산 소득은 총수익 2에서 routine return 

(해당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10%)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해외에서 창출된 

부분은 총소득대비 해외 창출 소득의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의할점은 무형자산소득이 로열티등 

무형자산에 의한 소득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외 창출 소득은 물동거래의 경우 해외 사용 3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며, 서비스거래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궁극적으로 국외 비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사용을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해당 서비스를 수취한 국외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미국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관련 소득이 해외 창출 소득에 포함 됩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FDII 금액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 4이 공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FDII에 대해서는 21%가 

아닌 13.12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6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2017년 12월 31일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특정 사업연도 중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였고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CFC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글로벌 저과세 소득, 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를 계산하여 자신의 보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총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 소득이전을 억제하기 위한 세법개정의 일환으로, 

저세율국가에 소재한 해외투자기업을 통한 무형자산 소득에 대하여 미국 모법인에 대한 배당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과세를 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GILTI는 CFC가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여 발생시키는 이익 (즉, 무형자산 관련 

이익)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CFC의 총수익 7에서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중 해당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10%에서 특정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CFC의 주된 자산이 무형자산이거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대부분 완료된 경우에는 CFC 의 이익의 대부분이 

GILTI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GILTI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8은 총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GILTI에 대해서는 10.5 %9의 

유효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10  

미국 납세자가 총소득에 포함한 GILTI에 대해서는 관련 CFC가 납부하였거나 비용으로 계상한 외국납부세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국 납세자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한도 내에서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plication to U.S. Subsidiaries of Korean Companies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ILTI 관련 세법개정은 해외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CFC 가 중요한 무형자산을 소유해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미국 모법인에게 이익을 이전하지 않는 관행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CF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국 기업들은 GILTI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CFC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GILTI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7년 

                                                 
1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6.406% 
2 GILTI, 금융수익, 특수관계자 배당금, 해외 지점 이익 등 제외 
3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용, 소비, 또는 처분을 의미 
4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1.875% 
5 (1 – 37.5%) x 21% = 13.125% 
6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6.406% ((1-21.875%) x 21%) 
7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subpart F income 및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배당금 등은 제외 
8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37.5% 
9 (1 – 50%) x 21% = 10.5% 
10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3.125%; (1-37.5%) x 21% = 13.125% 



12월 31일 이후 과세 연도 중 CF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업들은 GILTI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FDII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서비스를 해외 법인에게 제공 (무형자산의 라이센스 

포함)하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FDII 관련 세제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6.406% 
2 GILTI, 금융수익, 특수관계자 배당금, 해외 지점 이익 등 제외 
3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용, 소비, 또는 처분을 의미 
4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1.875% 
5 (1 – 37.5%) x 21% = 13.125% 
6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6.406% ((1-21.875%) x 21%) 
7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subpart F income 및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배당금 등은 제외 
8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37.5% 
9 (1 – 50%) x 21% = 10.5% 
10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3.125%; (1-37.5%) x 21% = 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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