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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더믹 대응을 위한 의료분야 등에 대한 세제혜택
재무부는 COVID-19 팬더믹 사태의 지원과 관련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재부부 규정 No.28/PMK.03/2020 (PMK28)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PMK-28은 2020년 4월 6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 세제혜택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정부기관;
b) 병원; 또는
c) COVID-19 팬더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또는 병원이 지정한
기타 기관;
동 텍스플래쉬에서는 상기 a), b) 및 c)를 통칭하여 “특정 대상자”로
번역하였습니다.
PMK-2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관련 혜택
부가세 혜택은 특정 대상자가 COVID-19 팬더믹 사태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세대상재화의 국내 구매 또는 수입시 및 국내 또는 해외의
과세대상 서비스의 사용시에 적용이 됩니다. 동 혜택은 2020 년 4 월부터
9 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필수적인 과세대상 재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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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약품;
b) 백신;
c) 연구소 장비;
d) 진단 장비;
e) 자가 보호 장비;
f) 환자치료를 위한 설비/장비; 또는
g) COVID-19를 대응하기 위한 기타 지원 장비.
필수적인 과세대상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건설 서비스;
b) 컨설팅서비스, 기술서비스 및 매니지먼트 서비스;
c) 임대서비스; 또는
d) COVID-19를 대응하기 위한 기타 지원 서비스.
부가세 혜택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a) 수입부가세의 미징수;
b)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기부되는 재화포함)의 국내공급은 정부가
부가세를 부담함; 또한
c) 해외의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받은 과세대상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부가세를 정부가 부담함.
동 부가세 혜택하에서 특정 대상자가 해외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대상자는 과세구역 외에서 제공하는 과세대상
서비스의 과세구역 내 사용의 승인 허가(Surat Keterangan Pemanfaatan
Jasa Kena Pajak dari Luar Daerah Pabean di dalam Daerah Pabean/
SKJLN)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기업이 필수적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정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하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PPN Ditanggung Pemerintah EKS PMK No.28/PMK.03/2020”이
날인된 부가세 인보이스의 발행;
b) “PPN Ditanggung Pemerintah EKS PMK No.28/PMK.03/2020”이
날인된 세금납부영수증(Surat Setoran Pajak/SSP) 또는 ID billing의
출력;
c) 정부가 부담한 부가세에 대한 실행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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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급업체로부터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한 특정 대상자는
반드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PPN Ditanggung Pemerintah EKS PMK No.28/PMK.03/2020”이
날인된 세금납부영수증(Surat Setoran Pajak/SSP) 또는 ID billing의
출력;
b) 정부가 부담한 부가세에 대한 실행보고서 작성.
2. Article 21 개인소득세 관련 혜택
PMK-28 은 COVID-19 팬더믹 대응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하여 특정
대상자로부터 내국 개인이 소득을 받는 경우 Article 21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 납세의무자는 동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별도의 세금면제레터(Surat Keterangan Bebas/SKB)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Article 22 수입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혜택
특정대상자가 위에서 언급한 필수적인 과세대상 재화를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원천징수세가 면제됩니다. 동 혜택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적용됩니다.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원천세 면제 혜택은 별도의 SKB의 발부 없이
관세청장의 명의로 자동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며 2020년 4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화의 국내 구매와 관련하여 Article 22의 면제혜택을
받기위하여는 SKB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구매에 대한 Article 22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거래유형에 따라 혜택적용이 구분됩니다. 또한,
거래대상자가 특정 대상자 또는 내국 공급자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Article 22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특정 대상자 및 내국 공급자 모두에 대하여
Article 22의 납부가 등록된 세무서에 SKB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무서는 SKB를 요청받은 시점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승인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KB는 승인일(간주승인일 포함)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발부가 되어야 합니다. 동 SKB는 발행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이 유효합니다.

4. Article 23 특정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 혜택
PMK-28 은 COVID-19 팬더믹 대응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하여 특정
대상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내국 사업자와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Article 23 의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혜택은 2020 년 4 월부터
9 월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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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납세의무자는 SKB 를 받아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SKB 의 발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무서는 SKB 를 요청받은 시점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승인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KB 는 승인일(간주승인일 포함)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발부가 되어야 합니다. 동 SKB 는 발행일부터 2020 년 9 월 30 일까지
효력이 유효합니다.

5. 세제 혜택 관련 실행보고서 제출
납세의무자가 부가세, Article 22 및 Aricle 23 의 면제혜택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실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 년 4 월 부터 6 월까지의 기간 : 2020 년 7 월 20 일까지 제출;
• 2020 년 7 월 부터 9 월까지의 기간 : 2020 년 10 월 20 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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