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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소매 상인 임차인(tenants)을 위한 VAT 감면

COVID-19 VAT relief for
retail merchant tenants P1
____________________

재무부는 2021 년 7 월 30 일자로 PMK-1021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COVID-19 관련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2021 년 회계연도에 소매 상인(retail merchants)이 부담한 건물
또는 공간의 임대에 대한 부가세를 정부가 부담하는 조세혜택입니다.
요건
소매사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소매 상인으로서 동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립형 상점/아울렛
또는 쇼핑센터, 쇼핑단지, 아파트 시설, 호텔, 병원, 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사무실시설 및 공공시장에 위치한 상점/아울렛이 포함됩니다.
혜택
2021 년 8 월부터 10 월 기간의 임대료(서비스 요금이 함께 청구된 경우 포함)에
대한 부가세는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동 임대료는 2021 년 8 월부터 11 월 기간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1

MoF Regulation No.102/PMK.010/2021 (PMK-102) dated and effective from 30 Jul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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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임대인)가 동 부가세 혜택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기
위하여는 다음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a. 특정 요건을 포함한 부가세 인보이스의 발행;
b. 정부가 부담하는 부가세와 관련한 실행보고서(realization report) 작성.
실행보고서는 부가세 인보이스 형식으로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익월 말일까지 DGT 채널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자(임대인)가 부가세 인보이스 요건 및 실행보고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DGT 를 대신하여 세무서장은 PMK-102 에 규정된 사항에 반하는 데이타 또는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 대하여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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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