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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여러가지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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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보조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FAFSA를 통한 Need-Basis에 따른 학자금 혜택을 말하는 것이 물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적인 보조이외에 미 세무당국은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세금 감면을 부여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세금 혜택에 관하여 몇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자금을 무상으로 보조받을 때 이를 Scholarship, Fellowship, 또는 Grant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것일까?

    미 세법은 단순히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고 있는데, 오직 일정 자격의 요건을 갖춘 학교에 입학하고 이때 받는 Scholarship 또는 Fellowship을 세법이 인정하는 교육비, 즉 입학 등록금 및 수업료, 그리고 수업에 꼭 필요한 책값등에 사용했을 때만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에 이러한 보조금 및 장학금을 사용케 되면,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본 장학금을 받기위한 조건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역시 과세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직접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Hope Credit 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그것이다. 혹 무상보조금을 받지 못해 직접 학비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미 세법은 학비의 일정부분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고 있는데, 내야하는 세금을 직접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Hope Credit은 보통 대학교 1, 2학년때 받으며, Lifetime Learning Credit은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먼저 Hope Credit은 학생 1인당 $1,6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세금보고당 $2,0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이 두가지의 강력한 세금 혜택에는 소득의 금액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보통 부부 합산 보고시 MAGI(수정후 총소득)이 $90,000이 되면 그 혜택 금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110,000이 초과되면 없어진다. 그래서 어떤 세금 보고자는 비싼 등록금을 내며 자녀를 사립학교등에 보내면서도 본 제한 규정때문에 세금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도 많은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이상의 세금 보고자는 미리 미리 자녀 학자금 관련 재정 계획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떤 일정 조건으로 인해 상기의 Credits을 받지못할 경우라도, 다른 방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업료 및 등록비의 소득 감면 제도가 그것이다. 이 경우 최고 $4,000까지 소득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생 융자에 따른 이자액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융자를 받았을 때 이 이자금액중 최고 $2,500까지 세금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데, 세금 보고자는 자기의 한계 세율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물론 이것도 소득 제한이 있는데, 부부 합산의 경우 $105,000 부터 $135,000까지가 그것이다. 즉 $135,000이 넘는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관련 저축(ESA, QTP등)에 가입한 후 이 돈을 교육비등 해당 조건에 맞게 사용했을 경우 그 인출액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또한 학비 충당을 위해 IRA계좌에서 인출하였을 때, 조기인출로 인한 10%의 Penalty를 면하여주고 있기도 한다. 그리고 고용주가 자기의 종업원의 자녀 학비를 부담할 경우 일정액까지 세금 보고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렇듯 미 세법상으로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한 비용 지급시 상당히 많은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알아서, 상기한 여러 제도에 대하여 잘 이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