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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 대한 COVID-19 조세혜택 업데이트 및 GR-29 일부
규정의 일몰 연장
2021 년 12 월 31 일 재무부장관은 의료분야에 대한 조세혜택 및 GR-291 에 따른
소득세 세제혜택의 일몰연장에 관한 규정 No. PMK-2262을 발표했습니다. PMK226 에 따른 조세혜택은 2022 년 6 월까지 적용됩니다.
다음은 PMK-226 에 규정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 조세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Tax Flash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 관련 의료분야에 대한 조세혜택
PMK-226 은 이전 규정4을 폐지하고 기존 세제혜택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축소시켰습니다.
• “특정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의료품에 대해 정부가 부가가치세(VAT) 부담; 및
• “특정 당사자”로부터 구입하는 특정의료품에 대해 Article 22 소득세 감면.
따라서, Covid-19 팬데믹 대응과 관련하여 “특정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소득은 Article 21 및 Article 23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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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특정 당사자”에 대한 범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PMK-226 은 필수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 COVID-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기타 보조기구를 더이상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VAT 조세혜택 관련 규정 업데이트
정부에서 부담하는 VAT 는 특정 재화에만 적용되며 “특정 당사자”가 현지 또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매입하는 과세 대상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PMK-226 은 부가세 과세사업자이면서 과세대상 재화 구입 시 정부가
VAT 를 부담함으로 혜택을 받는 “특정 당사자”에 대해 월별 부가세 신고서 상
납부할 부가세액 계산 시 정부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행보고서(Realization Report)의 전자신고서 제출 또는 이전 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세 과세지역 밖에서 관세지역 내로 매입하는 과세대상 서비스의 사용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부가세 혜택 관련한 부가세 수정신고는 2022 년 6 월
30 일까지 가능하며 계속하여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GR-29 조세혜택 중 일부 연장
GR-29 규정 중 의료종사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추가 소득에 대해 적용되었던
Article 21 Final Income Tax 비과세(0%) 혜택 규정만이 2022 년 6 월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GR-29 에 따른 기타 세제 혜택(예: COVID-19 관련 재화 생산의 추가 세액공제,
공제가능 기부금,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소득에 대한 0% Final Income Tax,
상장사 자사주 환매에 대한 특별 처리지침 등)은 PMK-226 상 추가적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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