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미국 국세청이 한국 향해 칼 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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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스위스은행의 계좌정보가 공개되면서
촉발된 미국 국세청(IRS)의 역외탈세자에 대한
과세노력은 그동안 선량한 미국 이민자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미국인 (미국 국적자,
영주권자, 미국파견 주재원 등. 이하 ‘세법상
미국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걱정거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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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미국인은 최소 25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IRS가 해외거주 세법상 미국인의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
납세자의 2014~2016년 한국 금융계좌정보가 지난해 9월 미 정부에
제공됐다. 올해 9월 말에는 2017년 금융정보가 넘어간다. IRS가 자진신고제도
등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와 과세를 하기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IRS 발표에 의하면 2009년부터 시행한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오는 9월 28일로 종료한다고 한다. 고의성 없는 납세자들의
구제절차는 계속할 것이라고 옆문을 조금 열어놓긴 했다.
이 구제절차는 IRS가 미리 알고 통지서를 보낸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최근
고의성이 없다며 구제절차를 신청한 불이행자들에 대한 IRS의 심사도
깐깐해지고 있다. 지난 9년간 해외금융자산 및 소득에 대한 수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아직도 보고의무를 몰라서 불이행했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체절차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불이행에
대한 사유서가 전례없이 중요하게 되었다.
구제절차는 기본적으로 2가지로 나뉘는데 과거 3년 동안 한 해라도 미국
밖에서 330일 이상 거주하였으면 미보고자산 관련 벌금이 면제된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 거주 미국인들에게 해당하는 혜택이고 소득세 추가납부에
대한 벌금도 면제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상당 기간 체류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이런 절차를 활용하지 못하고 미신고 계좌
최대잔고의 50%에 상당하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주 활동무대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만일 IRS가 먼저
인지하고 질문이나 조사통지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벌금과 탈루소득에 대한
벌금 등을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한 범죄자라는 굴레도 써야
한다. 미국은 수천 명에 달하는 IRS 조세범죄 수사관들이 FBI에서 교육을
받고 권총을 소지하고 다니는 등 테러리스트 색출에 버금가는 수사와 처벌을
하는 국가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IRS에 세수증가를 독려하고 있으며
조세포탈자 색출을 위해 IRS와 이민국의 공조를 천명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세법상 미국인들의 운명을 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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