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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發)결손금 5년 소급공제 세제혜택,         

무엇을 어떻게? 

2018-2020년 결손금 5년 소급공제 허용 

(Five-year carryback NOLs generally permitted for 2018, 2019, and 2020) 

지난 2020-2호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VID-19 구제 및 경기 안정법 ( “CARES Act”)이 내놓은 가장 

획기적인 조치 가운데 하나는 2018년 부터 3년간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 5년 소급공제를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전과 후의 법인세율 차이 (tax rate arbitrage) 로 인하여 최대 14% (35%-21%)의 세액 차익이 

발생하여  해당 차액만큼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 것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요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8년 부터 3년간 발생할 세무상 결손금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결손금을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세금환급이 제공하는 영구적 세제혜택 (permanent tax 

benefits)을 극대화하는 절세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2017년 12 월 발효된 개정 세법 (“TCJA”)은 동법 발효 이후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에 대해 기존과는 

달리 차기 회계연도로의 이월공제만 허용하고 전기 회계연도로의 소급공제는 불허하였습니다. 연방의회는 

TCJA의 이같은 조치의 효력발생을 CARES Act라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18년부터 3년간 유예시키는 동시에 

소급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7년 개정세법 TCJA에 기반한 법규및 이를 토대로 

마련된 세무신고서들과 경기부양을 위해 긴급 제정된 CARES Act의 각종 구제책들간에 상당한 불일치 및 

부조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IRS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절차와 해설을 긴급히 제공하였습니다.    

 

2018 년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 기간의 6 개월 연장 (Notice 2020-26) 

미 국세청(“IRS”)은 2018년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전기 회계연도 납부세액 환급신청을 현행 Form 1139 

(Corporate Application for Tentative Refund) 를 사용하여 할 수 있음을 관보를 통해 최종 확인 하였습니다. 

IRS는 Form 1139를 접수하면 이에 대해 제한된 조사 (limited examination)을 실시하고 중대한 흠결이 없는 한 

접수후 90일 안에 납세자가 신청한 금액을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납세자의 경우 환급액이 $5 million을  

초과할 경우 환급 이후 연방 상하원의 Joint Committee 감사를 받게 됩니다. Form 1139의 제목에서 보여지듯 이 

환급을 “Tentative Refund”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법규 및 관련시행령에서는 Form 1139 를 결손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2018년 12월 31 일 종료되는 법인 납세자의 경우 

2018 발생 결손금을 소급공제하기 위한 Form 1139 신고기한은 2019년 12월 31 일로서 COVID-19 상황이 

미국에 본격화 하기 전에 이미 만료 되었습니다. 2018 년 발생 결손금을 소급공제를 허용한 CARES Act의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IRS 는 이런 부조화를 해소 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Notice 2020-

26를 통해 Form 1139 신고기한을  기존 결손금 발생 회계연도 종료시점부터 “12개월 이내”를 “18개월 

이내”로 6 개월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Form 1139를 통한 2018년 결손금 소급공제 및 이에 따른 전기 회계연도 

납부 세액 환급신청 기한이 2020년 6월 30일까지 로 연장 된 것입니다. 연장신고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Form 

1139  상단에 “Notice 2020-26, Extension of Time to File Application for Tentative Carryback Adjustment”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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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뉴스레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CARES Act가 제공한 납세자 현금 유동성 제고를 위한 조치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개정세법 이전에 발생한 대체최저세 크레딧 (Alternative Minimum Tax Credits) 잔여분의 환급시점을 

2019년 법인세 신고시점으로 앞당긴 것입니다.   Form 1139는 결손금 소급공제 뿐 아니라 대체최저세 크레딧 

잔여분 환급신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납세자가 결손금 소급공제와  대체최저세  크레딧 환급을 

동일한 Form 1139를 통해 동시 신청하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마감일과 대체최저세 크레딧 잔여분 환급 

신청 마감일 중 이른 날짜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18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2020년 

6월 30일 보고기한)과 대체최저세 크레딧 잔여분 환급 (2020년 12월 31일 보고기한)을 하나의 Form 1139 에 

같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마감일은 2020년 6월 30일이 됩니다.  물론 결손금 소급 공제와  대체최저세  

크레딧 환급을 각각의 Form 1139를 통해 따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에서 말한 각기 다른 보고 

기한을 따르면 됩니다. 

 

대체최저세 결손금 (AMT NOL, “ATNOL”)의 2018년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에 대한 해석 

2017년 개정세법 TCJA는 동법 발효 이후인 2018년부터 법인납세자들의 대체최저세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대체최저세 결손금 (Alternative Tax Net Operating 

Loss, “ATNOL”)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ARES Act가 2018년 부터 3년간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 5 년 

소급공제 허용함에 따라 2017년 개정세법 TCJA에 의해 폐지된 ATNOL제도가 부활 (Resurrection) 되는가, 

부활된다면 어떤 방식을 통해 계산되는가 등의 질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5년 소급공제 대상 세무연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체최저세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과거연도로 표준 결손금 (regular NOL) 소급 

적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대체최저세 결손금 (ATNOL)을 소급공제할 수 없다면 표준 법인세가 

축소 또는 소멸 되어도 그 대신 대체최저세가 생성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나 IRS 는 

아직 이런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Form 

1139를 접수기한 80여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2017년 개정세법 이전 체제에서의 NOL과 

ATNOL를 규정한 법규들인 IRC Section 172와 IRC Section 56의 상관관계, Tax Court 판례 (Plumb v. 

Commissioner)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ATNOL도 따로 계산하여 같은 방식으로 소급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18년 ATNOL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체최저세 체제에서 산입해야 했던 각종 세무우대 

및 조정 항목(tax preference and adjustment items)들 가운데 “ACE adjustment”는 산입에서 제외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은 세부 항목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여 소급공제되는 ATNOL을 극대화하는데는 상당한 복잡성이 

수반 될 수 있으니 KPMG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8 -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의 소급공제는 납세자의 선택사항 (election) 

(Rev. Proc. 2020-24) 

2018년, 2019 년 및 2020 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전기 5년 회계연도까지 소급공제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IRS 는 지난 4월 9일 Revenue Procedure 2020-24를 고시함으로써 상기 소급공제를 선택하지 않고 

(Election to waive NOL carryback), 이월공제 (carryforward)를 선택할 옵션도 함께 부여 했습니다. Revenue 

Procedure 2020-24는 또한 납세자들에게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거 회계연도 중에서 2017년 

개정세법으로 인한 의무배당세 (Mandatory Repatriation Tax, 또는 “Section 965 Tax’ ) 가 발생한 회계연도 

(“Section 965 year”) 를 제외하는 옵션을 부여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19 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과거 

5년 회계연도로 소급공제하려 할 때, 2017 년이 Section 965 year 였다면 납세자는 2017 회계연도를 결손금 

소급적용 대상 회계연도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 년도 결손금 소급공제는 2014 년, 2015 년, 2016 

년, 그리고 2018 년에 적용됩니다.  이 election은 2020 년도 세무신고 마감일까지 하기의 신고서 중 가장 먼저 

제출하는 신고서에 ”Electing to apply section 172(b)(1)(D)(v)(I) under Rev. Proc. 2020-24”라는 문구와 결손금 

발생연도, 그리고 Section 965 year 를 주석 (statement) 으로 보고함으로써 적용됩니다. 한번 신고한 election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연방 세무 신고서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적용한 Form 1045 또는 Form 1139 

 Section 965 year 가 아닌 이전 회계 연도의 수정 신고서 

 



반대로 납세자가 결손금의 과거 5년 회계연도로 소급공제를 적용할 때, Section 965 year 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이후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결그룹 (consolidated group)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연결납세 (consolidated return)의 주체가 동 election 을 해야 합니다.  

 

Form 1139 작성 및 접수시 유의사항 

CARES Act이전에 만들어진 현행 Form 1139 에는  전기 회계연도에 발생한  대체최저세 크레딧에 대해  

환급신청란이 별도로 마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IRS 는 최근 공시한 FAQs 를 통해 결손금 소급공제 및 

최저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Form 1139 작성의 자세한 안내문을 질의 응답의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COVID-19 여파로 IRS Processing Center들 역시  폐쇄된 상황에서 신속한 접수를 위하여 Form 1139는 우편 

뿐만 아니라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IRS 가 세금을 환급하는 순서는 Form 1139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orm 1139 신고는 위에서 언급한 대체최저세 결손금 (ATNOL) 계산 이외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및 연구개발세액공제 (R&D Credit) 처럼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해 부활 (Resurrect) 되나 

환급되지 않고 전기 회계연도로 소급 또는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 되는 각종 세액공제에 대한 처리, 그밖에 결손금 

소급과 상호연관 (interrelated) 된 항목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가지 파생적 효과들이 함께 고려되고 

재계산되어야 하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90일 안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포함된 Form 1139 에 대해서는 IRS가 환급신청을 거절 하기때문에 신속성과 함께 정확한 세법해석에 

따른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2018-2020 년 세무상 결손금최대화를 통한 영구적 세제혜택 모색 

지난 2020-2호 뉴스레터에서 소개한대로 이전 회계연도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하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2018-2020년 회계연도 결손금을 최대화 한 후 5년 소급공제를 통하여 영구적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금환급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원칙 변경: 수익비용인식시점과 관련하여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와는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IRS는 Form 3115를 통해 납세자가 기존의 세무회계 원칙(tax accounting method)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무회계원칙을 IRS의 사전 승인 없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경 (automatic change) 할 수 있는 기한은 올해 10월 15일 까지이므로 아래에 예시된 항목들에 

대한 세무회계 원칙 변경을 통해 2019년 세무상 결손금을 창출하거나 확대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에 대한 세무회계원칙 변경신청은 IRS 사전 승인을 요하는 항목 (2020년 12월 31일 기한)과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자동변경 항목  (2021년 10월 15일 기한) 모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가 보험 의료 관련 경비 (Self-insured medical expense) 세무상 공제 시점 가속화  

 각종 선급비용 (prepaid expense) 세무상 공제시점 가속화  

 빈발항목 예외(recurring item exception)조항에 해당 되는 다양한 경비 세무상 공제시점 가속화 

 이자비용등 각종 간접비 공제 시점 관련 현행 재고관련 비용의 자본화  (Section 263A) 방법 재검토  

 각종 미실현 손실에 대한 세무상 비용 인식 가속화 

 선급금 (advance payment) 등 각종 sales program 에 대한 세무상 수익 인식 시점 지연 

 재무회계상으로 수익 인식된 각종 불확정 (contingent) 수익의 세무상 수익 인식 시점 재검토 

 

2019년과 2020년 2개연도 모두 세무상 이익이 예상 된다면 세무 회계원칙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세무상 

비용인식 시점은 지연시키고 수익인식 시점을 가속화 시키는 역발상 (reverse planning)을 통해 2020년도로 

결손금을 집중시킨 뒤 결손금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시설 (QIP) 일시상각 극대화: 2017년 개정세법에서 누락된 건물 내부시설에 대한 일시상각이 2018 

회계연도부터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의 39 년 상각을 해오던 납세자는 위에서 언급한 

세무회계원칙의 자동 변경 신청을 통해 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합니다. 39 년의 내용연수 기간으로 감가상각되어 

오던 QIP에 대해 일시상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손금의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018년도에 법인세 신고에 처음 QIP를 감가상각했고 2019년도 법인세 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법을 2018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변경할수 있습니다. 이는 오는 6월 30일 기한인 

2018년 결손금 소급적용 환급신청 Form 1139에 포함 되어 환급액을 조기에 늘릴수 있습니다. 

 

Section 165 손실 : COVID-19로 인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2020년도에 발생한 Section 165에 

해당되는 손실을 2019 회계연도의 세무신고서 상에서 공제하여 2019년 결손금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65상의 재난 관련 손실에는 COVD-19로 인하여 발생한 하기의 손실들이 포함 됩니다.   

 점포나 시설을 폐쇄하여 발생한 손실  

 임차자산개량권 (leasehold improvement)의 유기 (abandonment)에 따른 손실  

 고정자산의 영구적 퇴역 (retirement) 

 비용이 자산화된 상태에서 계류중인 사업의 유기에 따른 손실 (Abandonment of pending business 

deals for which costs have been capitalized) 

 판매 불가능한 재고자산, 소모품 (supplies) 또는 유사항목 (other property)로부터 발생한 손실 

 특정 미이행 계약에 대한 지급금으로 발생한 손실 (In certain circumstances, termination payments for 

executory supply or customer contracts) 

 회수불능채권 (Worthless securities but not business bad debts)으로 인한 손실 

 채권평가손실 (Impaired securities if the taxpayer uses the mark-to market method), and 

 자산처분손실 (Loss from a sale or exchange of property) 

 

상기 각종 항목들에 세무상 인식 속도조절 및 Section 165상의 재난 관련 손실 인식으로 CARES Act가 제공하는 

영구적 세무혜택 또는 현금 유동성 제고에 따른 세무혜택이 귀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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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위 내용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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