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ractice Tax News Alert 

January 7, 2013 

2012 세금 구제법 (American Tax Relief Act of 2012) 

지난 1월 3일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세금 구제법(“American Tax Relief Act of 2012”이하 “구제법”)에 

서명하였습니다. 구제법은 2012년 12 월 31일에 만료되는 다수의 세금 혜택들을 연장 또는 영구 적용하고 

부자증세라고  불리우는 고소득 납세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 간의 

이견이 많았던 부자증세를 포함한 구제법은 고소득자에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걷어들이는 반면 

만료예정이었던 다수의 세금혜택을 연장함으로써 미 의회 세입위원회는 앞으로 10년간 $3.9 billion의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구제법은 고소득층의 개인 소득세, 경기부양 및 대체 에너지관련 세제혜택 연장을 주 골자로 이루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개인 소득세율: 구세법은 10%, 25%, 28%, 33% 그리고 35%였던  개인 누진 소득세율 중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최고 소득세율은 부부합산 신고시 총소득 $450,000 [개인가장(Head of 

Household) $425,000, 미혼(Single) $400,000] 이상일 경우 적용 됩니다. 

양도소득(Capital Gain)과 배당소득(Dividends): 구제법은 부부합산 신고시 총소득 $450,000 [개인가장(Head of 

Household) $425,000, 미혼(Single) $400,000]이상의 납세자일 경우 양도소득에 관해 5%가 인상된 20%의 

세율이 적용 되며, 위의 최상위 소득군을 제외한 납세자들의 경우 양도세율을 기존의 최고 15%로 동결 

하였습니다. 개인의 배당소득에 관해서도 양도 소득세율과 동일한 (20%, 15% 혹은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금년부터 부부합산 신고시 총소득 $250,000 [미혼(Single) $200,000]이상의 납세자의 경우  “Affordable 

Care” 법에 의해 투자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3.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 증여세와 평생 면세한도액: 구제법은 2012년까지 연장되었던 $5,000,000의 평생 면세한도액과 (매년 

물과인상을 반영해 인상 조정) 사망시 미 사용 공제액을 배우자에게 이전 하는 규정을 영구화 하였고, 

이전 35%의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였습니다. 

개인 소득세 인적공제와 항목별 소득공제: 구제법은 부부합산 신고 납세자의 총소득(AGI) $300,000 [개인 

가장(Head of Household) $275,000 개인(Single) $250,000] 미만의 납세자에 대한 개인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의 단계적 축소 및 개별 항목 소득공제(Itemize Deduction) 상한선을 폐지하였습니다. 

추가 감가상각비 공제(Bonus Depreciation): 영업자산에 관한 50% 추가 감가상각비 공제가 2014년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해 자산 구입가격 50%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 비용공제(IRC Sec. 179 Expense) : 영업자산 취득시 일시에 비용 처리 할수 있는 공제 한도를 $500,000로 

인상 하였습니다.  

기술 개발비 세액공제 (R&D Credit): 이번 구제법은  납세자들은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혜택을 2012년 1월 1일 

부터 소급적용하고 2013년 12월 31까지 유효합니다.  

소규모 비지니스 Qualified 주식: 구제법은 지난 2010년 Small Business Job Act of 2010을 통해 법안화 되었던, 

소규모 비지니스 주식에서 판매시 얻은 이익의 100%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고 5년이상 보유한 주식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대체 에너지 관련 세액공제(PTC):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전 가능한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서 10년간 

풍력발전에 의해 생산되는  KW/Hr 당 2.2 cent의 Production Tax Credit (PTC)를 부여하였던 것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2013년말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시설 또한 

PTC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구제법은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장된 미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절약형 

세탁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냉장고에 대한 생산보조금을 2013년까지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저자: Aum, 

Minyong, Tax Senior Associate, maum@kpmg.com). 

구제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PMG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KPMG 한국부의 각 지역 (뉴욕, 

로스엔젤레스, 애틀랜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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