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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세제 혜택 업데이트

Update on tax facilities
related to COVID-19 P1
____________________

2020 년 12 월 30 일 재무부는 (MoF)은 의료 분야의 세제 혜택 및 GR291에 따른 소득세 혜택의 연장에 대하여 재무부령 No. PMK-2392를
발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동 재무부령에 규정된 다음의 세제혜택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1. 의료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부가세(VAT), 소득세 제21 조, 제22조 및
제23조;
2. GR-29에 따른 세제 혜택: COVID-19 관련 제품 생산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 기부금 공제, 정부로부터 의료 종사자가 받는 추가 소득에
대한 Article 21의 0%세율 적용 및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임대 소득에
대한 최종 소득세율 0 %.
자세한 과세규정에 대한 설명은 TaxFlash No.40/2020 및 TaxFlash
No.25/2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MK-239의 주요 변경 사항은 인센티브 기간 연장(기존 규정은 2020 년
12 월 31 일 종료) 및 백신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 항목에 대한 사항이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Government Regulation No.29 Year 2020 (GR-29) dated and effective from 10 June 2020
MoF Regulation No.239/PMK.03/2020 (PMK-239) dated 30 December 2020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1

TaxFlash | Page 1 of 3

• 상기 1 번의 세제혜택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며, 2번 항목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VAT 및 소득세법 Article 22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제품 및
서비스는 백신 지원 장비 (예: 콜드 체인, 주사기, 발전기) 및 백신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 백신 재료 구매에 대한 부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백신
생산자는 보건부(기존에는 국가 재난 관리 당국/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Bencana)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mail : 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mail : inhyuk.park@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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