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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2022년 7월 29일, 정부는 VAT에 관한 시행령 209/2013/ND-CP를 개정하는 시행령
49/2022/ND-CP (이하, “시행령 49”)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49는 202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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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이전으로 인한 VAT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토지가격

• 국가가 할당하거나 임대하는 토지에 사회기반시설 및 매매용 주택 건설을 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
는 토지가격에서 토지보상금 및 부지정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
제가능금액은 관할 당국에 의해 승인됩니다.

• 사업자가 어떤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양도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 토지가격에서 인
프라 가치를 제외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사업활동 또는 가내사업에 대한 VAT 납부

사업활동 또는 가내사업 시 회계시스템, 세금계산서 및 기타문서를 규정에 맞게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
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조세관리법 제 51조에 명시된 간주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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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 시행령 49는 연간 기준으로 VAT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은 여러 투자 단계 또는 투자 항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침도 제공했습니다.

• 투자법 및 준거법에 따라, 조건부 영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할 당국으로부터의 면허/확인/승인이 필
요하지 않거나, 아직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조건부 영업활동은 투자 기간 동안 VAT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영할 만한 변경사항으로, 조건부 투자 영역내의 많은 납세자들이 VAT 환급에 겪는 어려움을 해
결해 주면서 절차를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이 줄 것입니다.

시행령 49는 2022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나, 시행령 49 제1목 3항에 규정된 조건부 영업활동의 투자
프로젝트들에 대한 VAT 환급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 100/2016의 발효일(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적
용됩니다. 조건부 영업활동의 납세자의 VAT 환급액이 이전 규정 하에 회수 되었던 경우, 과세당국은
관련 VAT, 벌과금 및 지연납부이자를 조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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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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