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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

COVID-19로 인한 차량 관련 LST 과세특례 업데이트

Update on COVID-19
related LST incentive on
cars P1
____________________

재무부는 PMK-31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대한 사치세 혜택을 업데이트 하기
위하여 재무부 규정 No.PMK-1201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업데이트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PMK-31에 대하여는 TaxFlash
No.09/2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성
사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유형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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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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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F Regulation No.120/PMK.010/2021 (PMK-120) dated and effective from 13 September 2021. PMK-120
amends MoF Regulation No.31/PMK.010/2021 (PMK-31)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77/PMK.010/2021.

TaxFlash | Page 1 of 3

특례 사항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기간 동안 사치세를 부담합니다.
2021년 9월 부터 12월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사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00% ‒ 상기 (a) 및 (b)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정상 25%);
b. 50% ‒ 상기 (c)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정상 25%);
c. 25% ‒ 상기 (d)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정상 12.5%).
기타
2021년 9월에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PMK-31을 적용하여 사치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PMK-120의 혜택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과대 납부된
사치세는 부가세 과세대상기업에 환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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