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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따른 조세법원 서비스의 제한
국세청의 Circular Letter에 이어, 조세법원도 2020년 3월 16일에 Circular
Letter No.SE-01/PP/2020 (SE-01)을 발표하여 정부의 COVID-19의
확산방지 및 예방 노력에 동참하였습니다.

SE-01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법원의 소송절차(공청회) (Tax Court proceedings)
2020년 3월 17일 부터 3월 31일까지 예정된 조세법원의 모든
소송절차는 추가적인 안내가 있을때까지 연기됩니다. 조세법원은
2020년 3월 17일에 예정된 공청회를 2020년 4월 7일로 연기하였으며,
3월 17일 이후의 공청회에 대하여는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
연기된 기간은 조세법원법(Law No.14/2002) 81조에 명시된 공청회의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무소송(Banding), 소송(Gugatan) 및 법률심사(Judicial Review,
Peninjauan Kembali) 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접수 서비스
세무소송, 소송 및 법률심사 신청서 제출과 관련한 접수 서비스는
2020년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동
중단기간은 신청서 제출기한 계상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하기 법률
참고):
• 세무소송 및 소송 : 조세법원법 제35조 2항 및 제40조 3항
• 법률심사 : 조세법원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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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송, 소송 및 법률심사의 신청마감기한이 2020년 3월 17일 부터
3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간유예에 따라 15일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지원 서비스 (Helpdesk service)
모든 지원 서비스(상기 2번항목 제외)는 2020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동 기간 동안에는
납세의무자는 이용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조세법원 결정서 및 법률심사 결정서의 통지 서비스
조세법원 결정서 및 법률심사 결정서의 통지서비스는 2020년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동 중단기간은
조세법원법 제88조 1항에 명시된 조세법원 및 법률심사요청 결정서
통지의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 Circular Letter의 시행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박인혁 회계사

박재성 회계사

E: taehun.jung@pwc.com

E: inhyuk.park@pwc.com

E: jay.y.park@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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