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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트럼프 대통령 세법 개정 (Tax Cuts and Jobs Act) 

올해 (2018 회계년도) 부터 시행될 개정된 세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1986 년에 레이건 대통령때 발효된 세법 

개정이후로 가장 변화가 많은 법안입니다.   새로운 세법이 미칠 영향은 GDP 에 1.7% 증가, 평균임금 1.5% 증가, 

그리고 34 만개의 Job 들을 만들어 낼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큰 목적은 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세법을 보다 간략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분산된 자금과 기업들의 이익을 국내로 

불러드려서 미국의 산업을 부활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개인 세법의 변화 

1. 일단 전체적인 개인 소득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최고 소득 세율이 39.6%에서 37%.  전반적으로 대략 2~4% 

정도 낮은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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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말에 출시할 예정인 락킹락입니다.액세서리가 

머리에 달려있고, 무척 가벼워 머리를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5 월 출장때 직접 소개드릴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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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액수가 거의 두배로 늘었습니다.   Single filer 의 경우 작년대비 올해 $6,500 

에서 $12,000; Head of Household 의 경우 $9,550 에서 $18,000; Joint filer 의 경우 $13,000 에서 $24,000 이 

되었습니다.   세금공제를 좀더 표준화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가족 수에따라 받던 personal exemption (개인공제) 가 2018 년 부터는 없어집니다.  

4. 자선기부금 (예: 교회헌금) 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지만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Principal Value 

(원금 상환액) 이 $750,000 까지 제한됩니다.  그리고 2017 년까지 공제되었던 State 이나 Local 세금에 대한 

부분도 $10,000 까지 제한됩니다.  (income, sales, property 합산해서 $10,000) 

5. Child Tax Credit  자녀에 대한 세금공제가 $1,000 에서 $2,000 로 증가되었습니다. 

6. 오바마 케어법안에 포함되었던 Individual Mandate Penalty 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7. Alternative Minimum Tax 에 대한 면제액수가 $86,200 에서 $109,400 (joint filer 기준) 으로 증가했습니다.  

8. 이 대부분의 개인세법 개정안은 영구적이 아니며 2025 년에 끝나게 됩니다.  

비지니스 세법의 변화 

1. 가장큰 변화는 법인 (Corporation) 세율이 21%로 낮아졌습니다.  

2. Pass Through Businesses (파트너쉽이나 S-Corporation 에 해당) 가 인정된 Income 에 한해서 최대 20%까지 

공제 됩니다.   (2025 년에 끝나는 조항)  ** 많은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설비투자에 대해서 5 년까지 비용처리가 되고 Section 179 expense (감가상각해당되는 공제 옵션) 은 기존 

$500,000 에서 $1,000,000 까지 제한액수가 증가됩니다.  

4.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윤의 30%로 제한됩니다.  

5. 영업손실의 적용이 제한되고 폐지됩니다.  (loss carryback 은 폐지, carryforwards 는 소득의 80%까지만 

적용) 

6. 법인에 적용되었던 Alternative Minimum Tax 가 폐지됩니다.  

상속세의 변화 

상속재산세의 면제액수는 $5.6 million 에서 $11.2 million 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액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 위의 내용은 세부사항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담당 면허가 있는 회계사 (CP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회계사와 상담하시는게 많이 절세 하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처: Tax Foundation (Taxfoundation.org) 

이번 소식지는 회계사이신 이상철 부사장님께서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리는 것이랍니다. 세법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회계사 출신의 이상철 부사장님께 살짝 문의해주세요~~ 그럼 다음 소식지에 또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봄날이라고 하는데 아침저녁 바람도 살살 부네요~~ 다음에 뵐 때 까지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