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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의 결과는 결국 세금보고에 달려 있다.

1/12/09

                                                        Simon Lee, CPA (626-862-3596)

새해가 시작되면서 FAFSA On-line filing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CSS Profile도 각 학교의 우선마감일까지 제출하기위한 준비가 한창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Tax 보고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잘 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해야 할 과세대상소득 및 공제항목들을 빠짐없이 집계하고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가정은 혹시 조세 형평국에 먼저 보고한 Sales Amount가 일치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은행 계정에 입금된 돈중에서 Sales와 관련없는 입금액을 수익으로 보고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무규정에 맞는 절세방안을 잘 찾는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유의할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입학이 결정되면 각 학교에서는 곧바로 Student Award Letter를 통보해주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그대로 학자금 보조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SAL(Student Award Letter)은 단지 앞서 제출한 Financial Aid Applications의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보조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보조내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각 학교들이 요구하는 증빙자료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생 및 부모의 세금보고자료인 것이다. 아무리 SAL의 내용이 좋다고 해도 실제 세금보고자료가 먼저 보고한 내용이 다르다면 최종적인 보조금액이 줄어들 것이며 심지어는 보조 자체가 취소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받을 줄 알고 있다가 학비등록 마감일이 가까이 되어서야 취소되기가 일쑤라서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작성할 때 FAFSA에서 제출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부득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차이에 따른 학자금 보조의 변동을 예상하여 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세금보고전 예상치로 학자금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실제 보고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거나, 먼저 하는 순서대로 학자금 보조금 수혜의 순서도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마도 이는 빠른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라 생각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 학교가 정해놓은 우선 마감일 이전에 세금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과 상의하시고 최대한 정확히 소득을 산출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2008년 Tax보고시 알아두시면 세금절약에 좋을 몇가지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Tax보고 준비시 참고하시기 바란다.

	First Time Homebuyer Tax Credit

2008년 4월 8일부터 2009년 7월 1일사이에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에 구입한 주택 가격의 10%와 $7,500중 적은 금액을 세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fundable Credit)
다만 2008년에 공제받는 금액은 무이자 대출방식으로 향후 15년동안 세금보고시 분할상환하셔야 합니다.
	Sales Tax의 Itemized Deduction 포함

2008년 및 2009년 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보고자들은 주소득세 대신 1년간 납부한 Sales & Use Tax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Standard Deduction을 하시는 분도 재산세 추가 공제

2008년 및 2009년 Standard Deduction을 하시는 분도 1년간 납부한 부동산 재산세를 개인당 $500, 부부 $1,000까지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Kiddie Tax Rule 변경

종전 18세 미만에만 적용되던 Kiddie Tax Rule이 18세 및 19세이상 24세 미만 학생인 경우 자기 생활비의 절반이상을 충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Standard Mileage Rate 조정

1/1/2008 ~ 6/30/2008: 50.5cents per mile
7/1/2008 ~ 12/31/2008: 58.5 cents per mile
	Personal Exemption 인상

$3,500
	Home Mortgage Insurance Premium 공제

1/1/2007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구입시 발생한 Home Mortgage Insurance Premium 을 2010년 말까지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HOPE Credit(Education Credit) 인상

첫 $1,200까지는 100% 공제되고 추가되는 $1,200까지는 50% 공제되어 한 학생당 최고 $1,800까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