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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ut & Jobs Act 

미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장 Kevin Brady는 2017년 11월 2일 세제개혁안 

“세제감면과 고용법안 (Tax Cut & Jobs Act)”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세제개혁안은 총 429페이지에 달하는 법안(H.R. 1)과 82페이지의 요약본 

(Section by section summar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지난 몇개월에 걸쳐서 논의되었던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세율인하 

등으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다른 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개혁안에는 이전에 논의되었던 국경세(BAT or Border Adjustment 

Tax)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외관계회사에게 지급하는 특정대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20%의 특별세(Excise Tax)를 납부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가 많은 미국내 한국회사들의 주의가 

요청됩니다.    

 

이번 세제개혁안 발표는 개혁안의 입법을 위한 첫 공식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최종 입법까지는 아직도 많은 입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입법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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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 주요내용 
 

[기업관련 세제개혁안] 

기업관련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논의된 바와 같이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으로서, 2017년 12월 31일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고정자산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세무상으로는 자산화하는 대신 당기 비용처리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 취득하는 자산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대로 소규모 개인사업체, 파트너쉽, S Corporation을 

통하여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개혁안에는 구체적으로 해당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 및 예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된 여러 세제감면안 등에 상응하여 개혁안에는 여러가지 현행 

세제혜택들의 폐지 및 변경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제조업소득감면제도(Section 199 Deduction)의 폐지 

• 이자비용공제한도설정 – 원칙적으로 이자비용공제액을 수정된 과세표준의 

30%로 제한 

• 이월결손금공제제한 – 이월결손금공제액을 과세표준의 90%로 제한. 

소기업등을 제외하고 소급공제불가 

• 각종 세액공제제도의 폐지 – WOTC, New Markets Tax Credit 등 



• 각종 면세소득제도의 수정 및 폐지 – Private Activity Bond, Advance 

Refunding Bond 등 

• 보험업계회사에 대한 각종 증세제도 신설 

   

[해외소득 과세관련 개혁안] 

해외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현행 속인주의과세제도에서 

속지주의과세제도 (Territorial tax system)로 변경하는 여러가지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향후 지급받는 해외자회사(지분율 10%이상 소유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이중과세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과세원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미국 모회사에게 배당되지 않은 

해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12%(현금 및 현금등가물) 및 

5%(비현금자산)의 세율로 과세하고, 해당 세금은 향후 8년에 걸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저세율국가에 과다이윤을 배분함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 초과이익에 대하여는 미국모기업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최소한 10%의 세율로 매년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미국법인이 해외관계회사에게 지급하는 특정금액에 

대하여 20%의 특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미국법인이 해외관계회사에 

이자비용을 제외한 다른 모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1) 20%의 특별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2) 선택에 따라 해외관계회사가 해당 대금을 

미국과세대상소득(ECI or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으로 보고하고, 



관련비용공제후 산정된 순소득에 대하여 20%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관계회사들과의 거래가 많은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의 

세부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소득세 관련 세제개혁안] 

개혁안은 현행 소득구간에 따라 10%, 15%, 25%, 28%, 33%, 35%, 39.6%의 

총 7단계 소득세율을  10%, 25%, 35% 및 39.6%의 총 4단계로 변경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대폭 상승시키는(부부합산시 $1M, 

개별신고시 $0.5M)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8%의 투자소득세 (Investment 

Income Tax)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제의 간편화를 위하여 현재 표준공제액을 $24,000(부부합산신고시)/ 

$12,000(개별신고시)으로 증가시키고, 모기지이자공제, 기부금공제 및 

재산세공제를 제외한 항목별공제제도와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의 

폐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최저한세는 납세인이 과도한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제도의 폐지를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를 신설하였으며, 전기차관련 세액공제의 

폐지, 교육비용 관련 각종 세제혜택의 정비 및 통합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상속세는 현행 면세금액을 $10M으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부터는 

세대생략증여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입법절차 
 

현재 발표된 세제개혁안은 보완후 다음주 중 세입세출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세출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게되면, 법안은 

House Rules Committee를 거쳐 의회에 상정되며, 빠르면 11월중순에 

하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원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의장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별도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된 법안은 

수정 및 보완후 상원재무위원회의 승인을 얻게 되고 이후 상원에 상정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상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법안이 각 의회의 승인을 받게되면 하원과 상원의원들은 별도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 모여서 두 법안간의 차이점을 조율한후, 

최종합의된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개혁안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은 이 모든 입법절차를 2017년도 중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견수렴과정 및 입법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체가 된다면 

입법은 2017년 이후로 넘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입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참고 자료 
이번 개혁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Initial impressions: Tax reform bill released in House, November 2 



 
Tax reform-initial 
impression.pdf  

•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ax Cuts and Jobs Act H.R.1 Section-by-Section 
Summary 

tax_cuts_and_jobs_
act_section_by_secti  

• Tax Cuts and Jobs Act H.R.1 - text 

     

bill_tex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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