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ril 8, 2020 

 

COVID-19관련 급여세 (Payroll Taxes) 주요 내용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차례로 제정된 COVID-19 1차, 2차, 

3차법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조 달러가 투입되는 COVID-19 3차법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개인 

및 기업의 세금공제 및 세금환급에 편성했습니다. 

 

이번 호  뉴스레터는 COVID-19관련 법 중 지난 4월 3일 연방국세청이 질의응답 (FAQs)을 통해 

발표한 종업원 급여관련 세금공제 및 세금환급에 관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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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2020년중 지급할 급여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방 급여세, 즉 사회보장세 

(급여의 6.2%)의 납부기한을 2021년 말과 2022년 말로 연장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법제정일 (2020년 

3월 27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회보장세부터 적용되며 납부할 금액 중 50%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COVID-19 3차법 (“CARES 

Act”)에서 제공하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을 통해 받은 대출금을 탕감 받을 경우는 

고용세 납부유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세액공제 (Employee retention payroll tax credit for certain businesses) 

COVID-19로 인해 영업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또는 총매출이 직전년도 동 분기와 

비교하여 50% 이상 감소한 경우 급여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세액공제 대상 급여는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3월 13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한 (또는 발생한) 급여중, 정규직 

종업원 (Full-time employee) 100명 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COVID-19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 정규직 종업원 100명 미만인 고용주 경우,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급여세액공제 금액은 대상 급여의 50%로써, 종업원당 최대 $10,000의 급여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세액공제금액 한도는 종업원당 최대 $5,000로서 세액공제는 종업원 급여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장세를 상계하는데 먼저 사용되고, 상계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COVID-

19 2차법 지원제도에 따라 지급받은 Paid Sick Leave 및 Paid Extended FMLA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은 환급액에서 차감됩니다. 법제정일 현재 총매출이 직전년도 동 분기와 

비교하여 50%이상 감소하여 급여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총매출이 직전 분기 총매출의 

80%이상을 초과하는  분기부터 급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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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유급병가 임금 세금공제 혜택 

지난 3월 18일자로 발효된 COVID-19 2차법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Emergency Paid Sick Leave Act)에 따라 직원수가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또는 가족 병가 (Family and Medical Leave)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병가 또는 유급휴가 급여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고용주: 다음의 이유로 결근하거나 원격근무를 하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유급병가와 가족병가를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 500명 미만인 기업과 비영리기관에  해당됩니다. 

• COVID-19로 인하여 연방, 주정부 또는 지역 검역으로 격리 명령 대상자 

• COVID-19로 인하여 의료 제공인으로부터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자 

• COVID-19로 감염증상을 가지고 있고 의료 진단이 요구되는 자 

• 격리 또는 격리 대상자나 자가격리를 권고받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학교 또는 데이케어의 폐쇄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가 지정한 다른 유사한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 

 

유급 병가금액: 유급병가 사유중 위의 1, 2 혹은 3번째 사유가 적용되면 2주 (80시간) 동안 하루에 

$511 (총 $5,110)의 유급 병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 열거된유급병가 사유중 4, 5, 혹은 

6번째 사유가 적용되면, 최대 2주 (80시간) 동안 하루에 $200 (총 $2,000)의 유급 병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 사유 중 5번째 사유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응급 가족 및 휴가 확장법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에 적용되어 최고 10주까지 연장된 기간 동안 하루에 $200 (총 

$10,000)의 유급 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공제금액: 중소기업 고용주는 위에 지급된 임금 비용의 100% (하루 $511이나 $200씩)를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액을 상계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세 상계 초과분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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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위 내용과 관련해서 IRS에서 발표한 FAQ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FAQs: Employee Retention Credit under the CARES Act 

https://www.irs.gov/newsroom/faqs-employee-retention-credit-under-the-cares-act 
 

2. COVID-19-Related Tax Credits for Required Paid Leave Provided by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FAQs  

https://www.irs.gov/newsroom/covid-19-related-tax-credits-for-required-paid-leave-provided-by-
small-and-midsize-businesses-faqs 
 

3. KPMG 영문자료 
 

employer-tax-credit-
booklet-apr3-2020.pd  

 

http://app.info.kpmgrealinsights.com/e/er?s=1929796114&lid=27833&elqTrackId=70f0e625fd1e4d5b88db916d1a8a2f52&elq=2edd4e1e4f054319818d13e3de795f3e&elqaid=15616&elqat=1
https://www.irs.gov/newsroom/faqs-employee-retention-credit-under-the-cares-act
https://www.irs.gov/newsroom/covid-19-related-tax-credits-for-required-paid-leave-provided-by-small-and-midsize-businesses-faqs
https://www.irs.gov/newsroom/covid-19-related-tax-credits-for-required-paid-leave-provided-by-small-and-midsize-businesses-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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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트란타) 담당자나 기고자 (Matthew Chung: yeonjungchung@kpmg.com; Jean Hee Lee: jeanheelee@kpmg.com)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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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일: 631-425-5879, bchoi@kpmg.com  

김상훈: 212-872-2964, sanghoonkim1@kpmg.com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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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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