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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구제 및 경기 안정법 주요내용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사태에 대응하고자 연방의회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코로나-19 구제 및 경기 안정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Phase 3” 이하 “CARES Act” 또는 “COVID-19 3차법”)을 지난 3월 

27일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시켰습니다.  특히 2.2조 달러의 예산은 크게 

Individuals/Families, Large corporation, Small corporation, State and Local Government, and 

Healthcare 산업에 지원되며, 그 중 상당한 예산 지출은 개인 및 기업의 세금공제 또는 세금환급에 

쓰여집니다. 

 

개인 및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COVID-19 3차법에는 개인 

납세자에게 일인당 최고 1,200불까지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보장세 납부 기한 연장, 고용주 

급여 세액 공제, 기업 이자비용 공제 한도 변경, 결손금 5년 소급공제 허용 (NOL 5 year Carryback), 

건물 내부시설 일시상각 가능 (Technical correction regarding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 그리고 기부금 공제 상한선 인상 등 다수의 세금공제 또는 세금환급 가능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해와 최적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요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시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Highlights of Federal Tax Changes to Business  
 

세금신고 및 납부 유예 (Delays in general tax filings and payments) 

IRS Notice 2020-18 (March 20.2020). Superseding Notice 2018-17 

 

2020년 4월 15일이 기한인 연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전면적으로 3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 년 회계연도에 대한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020년 1사분기 예납 등이 현행 

2020년 4월 15일에서 2020년 7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4 월 15 

일부터 7 월 15 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에 대한 미신고 및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 및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15일까지 신고납부되지 않은 소득세에 대한 이자 및 

가산세는 7월 16일부터 기산됩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등 소득세에만 적용되며, 소득세가 아닌 세금 및 

신고기한이 2020년 3월 15일이었던 Partnership과 S corporation 세무보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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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이 2020년 7월 15일 이전에 Form 7004 및 Form 4868을 제출하여 추가로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2020년 7월 15일에서 2020년 10월 15일로 연장됩니다.   

 

고용세 납부 유예(Delay in employer and self-employment payroll taxes)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2020년중 지급할 급여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장세 (급여의 6.2%)의 

납부기한을 2021년말과 2022년말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법제정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회보장세부터 적용되며 납부할 금액 중 50%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50%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급여세액공제 (Employee retention payroll tax credit for certain businesses) 

고용주에 대하여 급여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영업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또는 총매출이 직전년도 동 분기와 비교하여 50% 이상 감소한 경우 

급여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세액공제 대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3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한 (또는 발생한) 급여 

 정규직 종업원 (Full-time employee) 100명 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COVID-19 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정규직 종업원 100명 미만인 고용주 경우: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급여세액공제 금액은 대상 급여의 50%로서, 종업원당 최대 $10,000의 급여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세액공제금액 한도는 종업원당 최대 $5,000). 동 세액공제는 종업원 급여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장세에 적용되며, 사회보장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COVID-19 지원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Paid Sick Leave 및 Paid Extended FMLA은 환급액에서 

차감됩니다. 법제정일 현재 총매출이 직전년도 동 분기와 비교하여 50% 이상 감소하여 

급여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총매출이 직전 분기 총매출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기부터 급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비용 공제 한도 변경(Temporary changes to business interest expense 

disallowance rules)  

법인세 계산시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현행 조정과세표준의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공제한도의 증가는 2019년 및 2020년 회계연도에만 적용됩니다. 

 

Partnership의 경우,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증가된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Partner에게 배분된 2019년도 한도초과 이자비용은 별도로 세무적 선택을 취하지 않는 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한도초과 이자비용 중 50%는 2020년 회계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어, Partner의 

이자비용 공제한도대상 이자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2020년 회계연도에 공제.  

 나머지 50%는 차기 사업년도로 이월되어 해당연도 Partnership으로부터 배분된 

조정과세표준으로 계산된 한도내에서 공제.    

 

납세자의 선택으로 이자비용 공제한도 인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조정과세표준을 2020년 이자비용 공제한도 계산 목적으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Partnership의 

경우 해당 결정은 Partnership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손금 5년 소급공제 허용(Five-year carryback NOLs generally permitted 

for 2018,  2019, and 2020)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에 대해 과거 5개년 회계연도로 

소급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급 결손금 규모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 회계연도 동안 

현금 납부한 법인세액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 연방세율은 최대 35%이고 2017년 12월 31일 이후 연방세율은 21%임을 

감안할때 결손금 이월공제 대신 소급공제를 선택할 경우 세율 차이 (tax rate arbitrage) 로 인한 최대 

14% (35%-21%)의 세액 차익이 발생하여  해당 차액만큼 추가 환급이  가능해 진 점은 이번 CARES 

Act의 가장 획기적인 조치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2019 또는 2020회계연도에 결손금이 예상되고 2018 이전 회계연도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Form 3115 

(세무회계방법 변경) 등을 통해 이들 두 회계연도에서 세무상 비용인식시점을 가속화 하고  수익인식  

시점은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동 2개 회계연도 결손금을 극대화 한 후 5년 소급공제 환급으로  

위에서 설명한 세액 차익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ARES Act에 의한 결손금 이월 및 소급 가능 기간 및 공제한도 요약 

세무상 결손금 (NOL) 

발생 회계연도 

소급 가능 기간 이월 가능 기간 공제 한도 

2017년 12월 31일 이전 2년 20년 과표의 100%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1년 1월 

1일 이전 

5년 무제한 2020년 회계연도까지는 과표의 

100%, 2021년 회계연도부터는 

과표의 80% 

2021년 1월 1일 이후 소급 불가 무제한 과표의 80% 
 

CARES Act는 결손금에 대한 이월 및 소급 가능 기간과 공제한도 이외에도 2017년 12월 발효된 

개정세법 체제에서의 결손금 관련 조항에 몇가지 중요한 수정과 보완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PMG는 이들에 대한 해설과 함께 이번에 개정된 세무상 결손금 법규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세무효과를 낼수 있는 다양한 절세계획 (tax planning ideas)과 세무적 고려사항들을 곧 

발행될 후속 뉴스레터에서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대체최저한세 크레딧 즉시 환급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relief) 

2017년 개정세법 이전 존속했던 대체최저한세 (alternative minimum tax – AMT)법에 해당되는 모든 

잔여 최저한세 크레딧 (minimum tax credits -MTC)의 전액 환급이 가능하여 졌습니다.  2017년 

개정세법에서는 매 회계연도별로 잔여 크레딧의 50% 한도까지만 세금 환급이 가능케함으로서 전액 

환급 종결 시점을 2021년까지 길게 잡았으나 이번 CARES Act에 의한 조치로 늦어도 2019년 

세무신고에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시설 일시상각 가능 (Technical correction regarding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 

2017년 개정세법에서는 누락된 건물 내부시설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QIP)에 대한 일시 

상각 (Bonus Depreciation)이 2018년 회계연도부터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QIP는 

상업용 빌딩 준공후 설치된 인테리어로서 승강기, 건물확장공사 및 내부구조설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은  Section 168(g)의 감가상각법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 ADS)에 

의거 20년 내용연수를 가지며 보너스 상각을 할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의 39년 상각을 해오던 납세자는  Automatic Accounting Method Change 신청을 통해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2018년도에 법인세 신고에 처음 QIP를 감가상각했고 2019년도 법인세 

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법을 2018년 수정 법인세 보고를 통해 

변경할수 있습니다. 39년의 내용연수 기간으로 감가 상각되어 오던 QIP에 대해 일시 상각이 가능해 

짐에 따라 현금 유동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법인관련 변경사항 (Other tax provisions for corporations) 

2020년에 법인이 공제 가능한 기부금 상한선을 과표(Taxable Income)의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 (COVID-19 “Phase-2”의 일부)에서 규정된 병가급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고용주는 COVID-19 증상을 겪거나 격리 조치 된 직원에게 최소 일일 $511 및 총 

$5,110까지 병가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고용주는 아이나 격리된 사람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낸 각각의 직원에게 최소 일일 $200 및 

총 $2,000까지 병가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State and local tax implications 
 

주소득세 변경 여부 (General State Tax Conformity) 

대부분 주들의 기업 또는 개인 과세 기준은 연방정부의 세법을 따르지만, 각 주마다 연방 세법을 

따르는 방식이 상이합니다. 연방정부의 개정안이 각 주들의 현행법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주들이 해당 법률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주별 세부적인 세법규정 변경은 후속 뉴스레터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Individuals 
 

재해복구 세액공제 (“Recovery rebate” credits) 

개인 납세자에게 최대 $ 1,200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 2,400)의 보조금 (환급가능 세액공제) 을 

지급하며,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 500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동 보조금은 

개인납세자의 별도 청구절차 없이, 납세자의 2019년 세금신고서를 기준으로 (2019년도 세금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2018년도 세금신고서 또는 사회보장혜택 신고서 등을 기준) 계산하여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보조금 금액은 해당 납세자의 조정 총소득이 $ 75,000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 150,0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 만큼 감소됩니다. 즉, 개인납세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75,000을 기준으로 각 조정 총소득이 $100 초과할때마다 $5씩 감소됩니다. 개인 신고자, 부양가족이 

있는 head of household 신고자,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에는 조정 총소득이 각각 $99,000, $146,500, 

$198,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변경 (Changes to charitable deduction rules for itemizers 

and non-itemizers) 

2020년도 중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2020년 세금신고서상에 항목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개인납세자도 조정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에서 $300까지 기부금을 공제할수 있으며, 



항목별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정총소득의 100%까지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KPMG 의 Coronavirus (COVID-19) Tax Developments website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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