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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빚 삭감’첫 수혜자 나와
“1년새 30% 급등… 앞으로도

시민권 신청서 또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서에 보면 혹시 영주권자로써 세금을 비거주자로 보고한 적이 있는지 물

최고 직업 美우주비행사들 전직 잇

어 보는 라인이 있다. 그 이유는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과 거주자로 세금을 보고하는 것에 차이점이 많

이지아 이혼시 재산권 포기진위 논

기 때문이다.

오바마 전기차 계획에 韓ㆍ日업체
美 경기부양책 실망스럽다 - NY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하면 되지만 거주자는 해외소득까지 보고해야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 소득이 많은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으려고 했다가도 영주권을 포기하고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써의 이득도 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손해를 미국에서 발
생한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도, 여러 가지의 종류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미국 거주자는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이용해서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거나 완전
히 피할 수도 있다.

라디오 서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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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을 때만 세금을 내고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

LAPD 노스힐스에 9개 감시카메

는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가 되면 해외에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을 때도 미국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

한인 타운 음주 관련 범죄는 카운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해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

남가주민 70% 주공무원 연금개혁

금액의 어느 한도 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지만 세금 공제는 없다.

타운 개발 업자, 거액 사기 혐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행사
조울증 알 수 있는 몇 가지

영주권이 있다고 항상 미국 거주자는 아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1년이 넘도록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영주권자가 1년
간 하루라도 미국에 있었다면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영주권이 없이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더라도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권이 없더라도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거주자로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경우가 흔하다.
세법에 의하면 유학생 또는 J-1 교환방문자를 제외한 비이민자 중 미국에 지난 1년간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미
국 거주자로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체류기간이 지난 1년간 183일 이 넘지 않았더라고 지난 1년간
의 체류기간과 2년 전 체류기간의 1/3과 3년 전 체류기간의 1/6을 더했을 때 183일이 넘는 다면 영주권이 없어
도 외국인은 미국 거주자로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주된 사업
장소 또는 거주지가 해외에 있고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법상 소득세를 보고할 때 사용되는 거주자의 뜻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련된 거주자의 뜻과 다르다. 그러
므로 소득을 보고할 때에는 미국 거주자이지만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때에는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상속 또는
증여에 관련된 세법은 납세자의 거주의도를 중요시 한다.
그러므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지 재산이 해외에 있는지 가족과 친구가 해외에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이민자는 해외에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아야한다면 해외에 집과 운전면허 또는 은
행구좌 등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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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H-1B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세법상 미국 거주자다. 매년 65,000개의 H-1B 비자가 학
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동등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다. H-1B 비자 신청자는 미국
에 거주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해외에 거주지가 없더라도 비자는 허용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지가 없으면 지난 1년간 183일 미만 동안 미국에 거주했더라도 미국 거주자로 소득을 보고
하게 될 수 있다. 미국에 183일 미만 동안 거주했더라도 주된 사업 장소 또는 집이 해외에 있어야지 비거주자로
소득을 보고할 수 있고 집에 관련된 지출 또한 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
해외에 거주지가 있는지가 미국 거주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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