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따른 해외 금융자산 신고FATCA & FBAR

중앙일보NY

몇 년 전부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는 미국 납세자에 대해 가 단IRS

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제 에 따른 현행 세법< (FBAR) >

현행 세법은 해외금융자산신고제 에 따라 미국 납세자의 해외 은행 계좌 잔고 합계가(FBAR)

연중 한 번이라도 만 달러 이상이 될 경우 이를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1 .

서 말하는 미국 납세자에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물론 주재원 등 장기체류로 인한 세법상.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만 달러 이상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무<1 >

따라서 해외에 만 달러 이상 금융자산이 있거나 있었다면 이를 재무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1

습니다 는 월 일 마감되는 개인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양식을. FBAR 4 15 FinCEN Report 114

작성해 월 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6 30 .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계좌당 만 달러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만. 500~1 10

달러나 계좌 잔액의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체납되었던 세금과 그50% .

에 대한 이자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 있는 자산을 신고하지 않.

았다가 발각될 경우 벌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의 발효< (FATCA) >

이와 별도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이 발효되면서 해외 자산을 에도 보고해야 합(FATCA) IRS

니다 지난 년부터 해외 금융자산이 연말 기준 만 달러 이상이거나 잔고가 만 달. 2011 5 7 5000

러를 넘어갈 경우 독신 기준 소득세 신고 시 을 통해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Form 8938 .

전 세계 곳곳의 해외 금융기관에 숨어있는 미국 납세자의 계좌를 가 어떻게 찾겠냐며 해IRS

외 금융자산 신고 중요성을 간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지지.

요 납세자들의 신고에 의존해 왔던 가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미국 납세자. IRS

의 금융계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 에 계좌정보제공< IRS >

올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개 국가의 약 만 개 주요 금융기관이 에 미국 납세자100 8 IRS

의 계좌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월 일과 월 일. 6 30 12 31

잔액이 만 달러 이상 연중 만 달러 인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를 올해 월 일까지5 ( 7 5000 ) 9 30

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의 단속망이 더욱 좁혀지게 되는 것이IRS . IRS

지요 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 신고 불이행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벌금은 물론 형사처. IRS

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월 호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9 G20

세계 개 국가와 지역이 년부터 처럼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선47 2017 FATCA

언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케이맨제도나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

랜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 시작한 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전 세계로. FATCA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에 자산을 숨겨 놓는 일이 점점 더 어려.

워질 것 같습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 시행< (OVDP) >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고하지 못했던 해외 금융자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는 지난. IRS 2009

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를 통해 과거(OVDP) . OVDP

해외계좌 신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이행에 대.

한 고의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고의성이 없는 이들도 울며 겨자 먹

기 식으로 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지요OVDP .

는 이런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해 월 새롭게 간소화된 사면절차 를 발표했습니다IRS 6 (SFCP) .

해외계좌 신고 불이행에 대한 비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 를 신청할 수 있습SFCP

니다 해당 납세자는 년의 소득세신고를 소급 또는 수정신고하고 년간 신고를 하면. 3 6 FBAR

서 불이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자체 인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가 받아들. IRS

이게 되면 해외 거주자의 경우 미납세금과 이자를 제외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미국

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년간 연말 잔액 기준 최고액의 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6 5% .

월 일 시행된 에 대한 기한은 없지만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습니다7 1 SFCP .



수수료 인상< >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모두 싫어 아예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

적포기도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수수료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국무부는 올초 달. . 450

러였던 국적포기 신청수수료를 달러로 배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2340 4 .

또 고소득자나 대재산가 혹은 국적포기 전 년간 미국 세법을 충실히 준수했음을 증명할5

수 없다면 국적포기세 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와(expatriation tax) .

국적포기일 직전 년 중 최소 년 이상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 영주권자입니다15 8 .

고소득자 해당내역과 과세방법< >

고소득자는 년 기준으로 국적포기일 직전 년간 연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만 달러2014 5 15 7000

를 초과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대재산가는 국적포기일 기준 순자산 만 달러 이상일 경. 200

우입니다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일 현재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

으로 가정하고 고정자산매각소득 을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 과세방법(capital gain)

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년의 경우 고정자산매각소득 만 달러까지는 과세표준. 2014 68

에서 제외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 년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 을 보유기간이 년을1 (10~36.9%) 1

넘는 재산은 우대세율 최고 을 각각 적용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20%)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