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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차량 관련 LST 과세 특례 확대 

 

최근 재무부(MoF)는 기존의 PMK-20에 따라 사치세(Luxury-goods Sales Tax, 

LST)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차량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규정 PMK-

311 을 발표했습니다. PMK-202에 대한 논의는 TaxFlash No. 06/2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대된 과세특례 적용범위 

 

PMK-31은 LST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두 가지 차량 유형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대상 차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a. 배기량이 최대 1,500CC 인 Sedan 또는 Station Wagon(디젤 또는 세미 디젤);  

b. 배기량이 1,500CC 이하인 Sedan 또는 Station Wagon(디젤 또는 세미 디젤)을 

제외한 10 인 미만의 탑승 차량; 

c. Sedan 또는 Station Wagon(디젤 또는 세미 디젤)을 제외한 10인 미만 탑승 

차량에 1 개의 액셀 드라이브 시스템과 배기량 1,500CC 초과 ~ 최대 2,500CC; 

‒ new 

d. Sedan 또는 Station Wagon(디젤 또는 세미 디젤)을 제외한 10 인 미만 탑승 

차량으로 배기량이 1,500CC를 초과하여 최대 2,500CC까지 2 개 액셀 

드라이브 시스템 보유 차량 ‒ new 

 

 
1 MoF Regulation No.31/PMK.010/2021 (PMK-31) dated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1 
2 MoF Regulation No.20/PMK.010/2021 (PMK-20) dated and effective from 26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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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규정상 Local Contents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70% Local Contents가 요구되었던 기존 법에 비해 상기 언급된 차량에 대해서 

Local Contents 요건은 60%로 완화되어 해당 차량의 국내 생산 부품 사용에 

대한 의무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동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산업부 법령 

No.839 (2021년)에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목록에 29 개 항목이 있습니다. 

 

상기 차량에 대한 GR-223에 따른 현재 LST 세율은 (a), (b), (c) 및 (d)에 대해 각각 

30 %, 10 %, 20 % 및 40 %입니다. 단, 동 세율은 GR-22를 대체하기 위해 2021 

년 10 월 15 일에 GR-734이 발효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례 사항    

 

정부가 부담하는 LST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상기 (a) 및 (b) 유형의 차량의 경우 

• 2021년 4월 - 5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100%; 

• 2021년 6월 - 8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50%; 

• 2021년 9월 - 12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25%.  

b. 상기 (c) 유형 차량의 경우 

• 2021년 4월 - 8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50%; 

• 2021년 9월 - 12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25%. 

c. 상기 (d) 유형 차량의 경우   

• 2021년 4월 – 8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25%  

• 2021년 9월 – 12월 기간에 과세되는 LST 납부세액의 12.5%  

 

기타 적용 요건 

 

행정처리 관련 주요 의무사항은 PMK-20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실행보고서(법정서식에 따라 각 과세기간 별 두 번 제출된 특정 차량의 세부 

내역에 대한 목록) 제출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3 Government Regulation No.22 Year 2014 (GR-22) dated on 19 March 2014 and effective from 18 April 2015 as 
an amendment of Government Regulation No.41 Year 2013 
4 Government Regulation No.73 Year 2019 (GR-73) dated on 16 October 2019 and effective from 15 Octo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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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에 대한 부가세 관련 국세청 지침 발행  

 

국세청 (DGT)은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와 토지 취득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에 관한 Circular Letter No. SE-285을 발행했습니다. SE-28 은 대부분 기존 

및 이전 규정에 따른 토지 관련 부가세 과세처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하기에 설명된 부분에 대해 보다 확실한 국세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토지 조달에 대한 VAT 부과  

 

부가세 과세사업자 (Pengusaha Kena Pajak / PKP)가 정부 기관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VAT 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VAT 는 정부 기관에 토지를 공급하는 

PKP 가 징수합니다. 따라서 PKP 는 VAT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에 납부 및 

월별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생산이전 단계에서 취득한 토지의 매입부가세 공제   

 

a. 옴니버스 법상 Job Creation Law 제정 이전  

 

옴니버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생산 전 단계에서 취득한 토지의 매입부가세 

공제 여부는 해당 토지가 자본재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토지가 자본재로 사용되는 경우 매입부가세는 해당 토지가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를 

감가상각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부동산 사업에 대한 매매목적의 토지인 경우와 같이 토지가 비 

자본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산 전 단계에서의 매입부가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b. 옴니버스 법 발효 이후 

 

옴니버스 법에 따라 생산 이전 발생한 토지 취득 관련 매입부가세는 해당 

토지가 자본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 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Circular Letter No.SE-28/PJ/2021 (SE-28) dated and effective from 19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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