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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010.1.1-9915호] 일부개  

제1장 총칙 (제1조 ～ 제5조)

제1조 【과세 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하여 부과한다.

1.재화 는 용역의 공

2.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

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그 밖의 행 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부수)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 에 포함되고,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목 이 리이든 비 리이든 계없이 사업상 독립 으로 재화(제1조

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이하 같다) 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

다.이하 같다)을 공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

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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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Added Tax ACT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CHAPTERⅠ GENERALPROVISIONS

Article1(TaxableObjects)

(1)Value-addedtaxesshallbeimposedonthetransactionsfallingunderthefollowing

subparagraphs:

1.Supplyofgoodsorservices;

2.Importofgoods.

(2)Theterm“goods”inparagraph(1)meansalltangiblethingsandintangiblethings

whichhavepropertyvalue.

(3)Theterm“services”inparagraph(1)meansallservicesandactiv-itiesotherthan

goods,whichhavepropertyvalue.

(4)Thesupplyofgoodsorservicesindispensablyannexedtothesup-plyofgoodswhich

isthemaintransactionshallbedeemedtobeincludedinsuchsupplyofgoods,and

thesupplyofgoodsorservicesindispens-ablyannexedtothesupplyofserviceswhich

isthemaintransactionshallbedeemedtobeincludedinsuchsupplyofservices.

(5)Necessarymattersconcerningthescopeofgoodsorservicesasre-ferredtoinparagraph

(1)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Article2(TaxPaymentObligor)

(1)Apersonwhofalls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shallbeliabletopay

thevalue-addedtaxasprescribedbythisAct:

1.Aperson(hereinafterreferredtoasthe“entrepreneur”)whosuppliesgoods(refers

tothegoodsunderArticle1;hereinafterthesameshallapply)orservices(refersto

theservicesunderArticle1;hereinafterthesameshallapply)independentlyforbusiness

regardlessofwhetherthebusinessaimstomakeprofit;

2.Apersonwhoimportsgoods.

(2)Ataxpaymentobligorunderparagraph(1)shallincludeanyindividual,juristicperson

(includingtheState,localgovernments,andlocalgovernmentassociations),unin-

corporatedassociationandfoundation,andotherorganization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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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한 최 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다만,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

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

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다만,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

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사업자가 제30조에 따라 간이과세(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을

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

3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부칙>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 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0.1.1부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 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 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 는

주사무소(주사무소)에서 총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사업

자의 본 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련하여 이 법을 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개정 2010.1.1부칙>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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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3(TaxablePeriod)

(1)Thetaxableperiodofvalue-addedtaxesforentrepreneursshallbeasfollows:

Firstperiod:fromJanuary1toJune30;

Secondperiod:fromJuly1toDecember31.

(2)Theinitialtaxableperiodforapersonstartinganewbusinessshallbefromthecommencement

dateofthebusinesstotheenddateofthetaxableperiodinwhichthecommencement

dateofthebusinessisincluded:Provided,Thatwherearegistrationismadeunderthe

provisotoArticle5(1),thesaidinitialtaxableperiodshallbefromthedateoftheregistration

totheenddateofthetaxableperiodinwhichsuchdateofregistrationisincluded.

(3)Whenanentrepreneurclosesdownhis/herbusiness,thetaxableperiodshallbefrom

thecommencementdateofthetaxableperiodinwhichthedateofclosingdownthebusiness

isincludedtothedateofclosingdownthebusiness:Provided,Thatifanentrepreneurdoes

notstarthis/herbusinessaftertheregistrationundertheprovisotoArticle5(1),thetaxable

periodshallbeuntilthedateonwhichhe/sheactuallydoesnotstartthebusiness.

(4)Ifanyentrepreneurbecomesthatentrepreneur(hereinafterreferredtoasa“general

taxableperson”)towhomChapterⅦisnotappliedbywaivingsimplifiedtaxationunder

Article30,theperiodfromthecommencementdateofthetaxableperiodinwhichthe

dateofreportonthewaiverofsimplifiedtaxationunderArticle30(1)isincluded,

tothelastdayofthemonthinwhichthedateofreportisincluded,andtheperiod

fromthefirstdayofthemonthfollowingthemonthinwhichthedateofreportis

included,tothedateonwhichthetaxableperiodinwhichsuchdateofreportisincluded

isterminated,shallbeonetaxableperiod,respectively.

Article4(PlaceofTaxReturnandPayment)

(1)Thevalue-addedtaxshallbereturnedandpaidateachbusinessplace.

(2)Intheeventthatanyentrepreneurhasnotlessthantwobusinessplaces,suchentrepreneur

maypaythevalue-addedtaxinalumpsumathis/herprincipalbusinessplaceunderthe

condition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afterfilinganapplicationtherefortothehead

of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his/herprincipalbusinessplaceundertheconditions

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AmendedbyActNo.9915,Jan.1,2010>

(3)Notwithstandingparagraph(1),anentrepreneurwhoisregisteredasabusinessunit

underArticle5(2)and(3)(hereinafterreferredtoasthe“per-businessunittaxable

entrepreneur”)mayconsolidatehis/hertaxreturnsforsuchdifferentplacesofbusiness

intohis/hermainofficeorprincipalofficetocollectivelyfileasingletaxreturnandpay

thevalue-addedtax.Insuchcases,themainofficeorprincipalofficeoftheentrepreneur

shallbedeemedaseachbusinessplacewhenthisActappliestoinconnectionwithtax

returnandpaymentofvalue-addedtax.<AmendedbyActNo.9915,Jan.1,2010>

(4)Thescopeofbusinessplacesreferredtoinparagraph(1)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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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

일 이내에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만,신규로 사

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 로

해당 사업자의 본 는 주사무소 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 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 과

세사업자로 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 는 주사무소 할 세무서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

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는 폐업하

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단서에 따라 등

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

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 발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과세거래 (제6조 ～ 제10조)

제6조 【재화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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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5(Registration)

(1)Anentrepreneurshallmakeregistrationforeachbusinessplacewiththeheadofthe

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within20daysfromthedayhe/shestartsbusiness:Provided,Thatthepersonwhointends

tonewlystartabusinessmaymakeregistrationevenbeforehe/shestartsbusiness.

(2)Notwithstandingparagraph(1),anentrepreneurwhohastwoormorebusinessplaces

maymakeregistrationwiththeheadof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mainoffice

orprincipalofficeoftherelevantentrepreneurasaper-businessunittaxableentrepreneur.

(3)Whenanentrepreneurregisteredunderparagraph(1)intendstomakeregistration

asabusinessunit,he/sheshallmakeregistrationnotlaterthan20daysbeforethecommence-

mentofthetaxableperiodinwhichhe/sheintendstobeappliedbytheprovisionsof

aper-businessunittaxableentrepreneur.

(4)Theheadof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referstothehead

of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mainofficeorprincipalofficeincasesunderparagraph

(2);hereinafterthesameshallapply)shallissueacertificatewitharegistrationnumber

givenpursuanttocondition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hereinafterreferredto

as“businessregistrationcertificate”)totheentrepreneurregisteredunderparagraphs

(1)through(3).

(5)Whereanentrepreneurregisteredunderparagraphs(1)through(3)suspendsorcloses

downhis/herbusiness,orwhereanyotherchangesaremadetotheregisteredmatters,

he/sheshallreportitpromptlytotheheadof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

plac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Thesameshallapplytowherethepersonwho

maderegistrationundertheprovisotoparagraph(1)turnsout,infact,nottostartabusiness.

(6)Whereanentrepreneurclosesdownhis/herbusinessorinfactturnsoutnottostarta

businessaftermakingregistrationundertheprovisotoparagraph(1),theheadoftaxoffice

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shallcanceltherelevantregistrationwithoutdelay.

(7)Whentheheadof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deemsitnecessary,

he/shemayrenewandissuethebusinessregistrationcertificat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8)Mattersnecessaryfortheregistrationofbusiness,fortheissuanceofthebusiness

registrationcertificate,andforthechange,waiver,etc.ofregistrationshallbe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inadditiontothemattersprescribedinparagraphs(1)through

(7).[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CHAPTERⅡ TAXABLETRANSACTIONS

Article6(Supplyof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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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화의 공 은 계약상 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

도) 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

업을 하여 직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 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 인 목 는 그 밖의 목 으로 사용·소비하거나,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증여)하는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 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

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 하는

것으로 본다.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

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한 같다.

⑤ 탁매매 는 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탁자 는 본인이 직

재화를 공 하거나 공 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탁자 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 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 】

① 용역의 공 은 계약상 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

거나 재화·시설물 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하여 직 용역을 공 하는 경우에는 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가( 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 하거나 고용 계에 의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 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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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hesupplyofgoodsshallbeadeliveryortransferofgoodspursuanttoallcontractual

andlegalgrounds.

(2)Whereanentrepreneurdirectlyusesorconsumesforhis/herownbusinessthegoods

producedoracquiredinconnectionwithhis/herownbusiness,thoseasprescribedby

PresidentialDecreeshallbeconsideredasthesupplyofgoods.

(3)Whereanentrepreneurusesorconsumesthegoodsproducedorac-quiredinconnection

withhis/herownbusinessforhis/herownorhis/heremployees’privatepurposesorfor

anyotherpurposes,orwhereanentre-preneurdonatesthegoodstohis/hercustomers

ortomanyunspecifiedpersons,thos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shallbeconsidered

asthesupplyofgoods.

(4)Thegoods(excludingthegoodsforwhichtheinputtaxamountisnotdeductible

pursuanttosubparagraphsofArticle17(2))leftoverinstockatthetimewhenanentrepreneur

closesdownabusinessshallbeconsideredasthosesuppliedtohimself/herself.Thesame

shallalsoapplywhenanentrepreneurturnsoutnottostartnewbusiness,althoughhe/she

completedtheregistrationundertheprovisotoArticle5(1).

(5)Insellingandbuyingonconsignmentorthroughanagent,thecon-signororthe

principalshallbeconsideredtohavesuppliedorreceivedgoodsdirectly:Provided,That

thesameshallnotapplytowhentheconsignorortheprincipalisnotidentified.

(6)Acasefalling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shallnotbedeemedthesupplyofgoods:

1.Offeringanygoodsassecurity,whichi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2.Transferringanybusiness,whichi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3.PayinganytaxinkindpursuanttotheprovisionsofActs,whichisprescribedby

PresidentialDecree.

(7)Necessarymatterspertainingtothesupplyofgoodsasprescribedinparagraph(1)

shallbedeterminedbyPresidentialDecree.[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

9915,Jan.1,2010]

Article7(SupplyofServices)

(1)Thesupplyofservicesshallbeeitherthesupplyofservicesorhavingothersusethe

goods,facilitiesorrights,pursuanttoallcontractualand legalgrounds.

(2)Whereanentrepreneursuppliesservicesdirectlyforhis/herownbusiness,itshall

beconsideredtohavesuppliedservicestohimself/herself,as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

(3)Thesupplyofservicestootherswithoutcompensationorthesupplyoflaborunder

anemploymentrelationshipshallnotbeconsideredasthe

supplyofservices.

(4)Necessarymatterspertainingtothesupplyofservicesasprovidedforinparagraph

(1)shallbedeterminedbyPresidential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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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 (선 )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수출신고가 수리(수리)된 물품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 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 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는 권리가 사

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에 재화 는 용역에

한 가의 부 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가에 하여

제16조의 세 계산서 는 제32조의 수증을 발 하는 경우에는 그 발

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는 용역의 공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 시기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 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공 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 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비거주자)

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재(재)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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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8(ImportofGoods)

TheimportofgoodsshallbebringingintotheRepublicofKoreathegoodsfallingunder

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passingthroughabondedareameansbringing

fromthebondedarea):Provided,Thatthecaseofreceivingfromthebondedareathe

goodsprescribedinsubpara-graph2andnotshippedshallbeexcluded:

1.GoodsarrivingintheRepublicofKoreafromaforeigncountry(in-cludingmarine

productscaughtandcollectedinhighseasbyaforeignvessel);

2.Goodsforwhichadeclarationonexportisaccepted.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Article9(TransactionTime)

(1)Thetimewhengoodsaresuppliedshallbethetimeasprovidedforinthefollowingsubparagraphs:

1.Wherethemovingofgoodsisrequired:Whenthegoodsaredelivered;

2.Wherethemovingofgoodsisnotrequired:Whenthegoodsaremadeavailable;

3.Wheresubparagraphs1and2arenotapplicable:Whenthesupplyofgoodsisdecided.

(2)Thetimewhenservicesaresuppliedshallbethetimewhentheser-vicesaresupplied

orwhenthegoods,facilitiesorrightsareused.

(3)Intheeventthatanyentrepreneurispaidthepriceforgoodsorser-vices,inwhole

orinpart,andatthesametimeissuesataxinvoiceprovidedforinArticle16orareceipt

providedforinArticle32withrespecttosuchpricepriortothearrivalofthetimereferred

toinparagraph(1)or(2),thetimewhensuchtaxinvoiceorsuchreceiptisissuedshall

bedeemedthetimewhensuchgoodsorservicesaresuppliedorrendered,respectively.

(4)Necessarymatterspertainingtothetimeofsupplyprovidedforinparagraphs(1)

and(2)shallbedeterminedbyPresidential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Article10(TransactionPlace)

(1)Theplaceofsupplyinggoodsshallbethoseasprovidedforinthefollowing

subparagraphs:

1.Wherethemovingofgoodsisrequired:Theplacewherethemovingofthegoodsstarts;

2.Wherethemovingofgoodsisnotrequired:Theplacewherethegoodsarelocated

atthetimeofsupplyingthegoods.

(2)Theplaceofsupplyingservicesshallbetheplaceasprovidedforinthefollowing

subparagraphs:

1.Theplacewhereeithertheservicesaresupplied,orthegoods,facil-itiesorrightsareused;

2.Theplacewherepassengersareboardedorcargoesareloaded,whentheentrepreneur

isanonresidentoraforeignjuristicpersoninthecaseofinternationaltransportation

forwhichthesupplyofservicesismadeathomeand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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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 장소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세율의 용과 면세 (제11조 ～ 제12조)

제11조 【 세율 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하여는 ( )의 세율을 용한다.

1.수출하는 재화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선박 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는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

국에서 한민국의 거주자 는 내국법인(내국법인)에 하여 동일한 면

세를 하는 경우에만 의 세율을 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

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수돗물

3.연탄과 무연탄

4.여성용 생리 처리 생용품

5.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액

6.교육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여객운송 용역.다만,항공기,고속버스, 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

선박(특종선박) 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도서(도서 여 용역을 포함한다),신문,잡지, 보( 보),「뉴스통신진흥

에 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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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ecessarymatterspertainingtothesupplyplaceprovidedforinpara-graphs(1)and

(2)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CHAPTERⅢ APPLICATIONOFZEROTAXRATEANDTAXEXEMPTION

Article11(ApplicationofZeroTaxRate)

(1)Thezerotaxrateshallapplytothesupplyofgoodsorservicesunderthefollowing

subparagraphs:

1.Exportedgoods;

2.Servicessuppliedoverseas;

3.Internationalnavigationservicesbyshipsoraircraft;

4.Goodsorservicesforearningforeigncurrencyotherthangoodsorservicesprovided

forinsubparagraphs1through3,whichar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2)Inapplyingparagraph(1),thezerotaxrateshall,wheretheentrepreneurisanonresident

orajuristicpersonofaforeigncountry,applyonlyifaKoreanresidentorjuristicperson

isidenticallyexemptedfromtaxesoftheforeigncountry.

(3)Necessarymattersconcerningthescopeofgoodsorservicesprovidedforinparagraph

(1)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Article12(TaxExemption)

(1)Thesupplyofsuchgoodsorservicesasprovidedforin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

shallbeexemptedfromvalue-addedtaxes:

1.Unprocessedfoodstuffs(includingagriculture,livestock,fisheryandforestproducts

whichareservedforfood),andagriculture,livestock,fisheryandforestproducts

whichareproducedintheRepublicofKoreaandarenotservedforfoodandwhich

ar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2.Tapwater;

3.Briquettesandanthracitecoal;

4.Sanitaryproductsformenstruation;

5.Medicalandhealthservices(includingveterinaryservices)as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andblood;

6.Educationalservices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7.Passengertransportservices:Provided,Thatpassengertransportservicesbyaircraft,

expressbuses,charterbuses,taxis,specialve-hicles,special-typeshipsorexpress

railroadswhichare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shallbeexcluded;

8.Books(includingbookloanservices),newspapers,magazines,officialgazettes,news

agenciesasprescribedbytheActonPromotionofNewsCommunicationsandbroad-

casting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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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는 제외한다.

9.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인지(인지),증지(증지),복권과 공 화

10.「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담배사업법」제18조제1항에따른 매가격이 통령령으로정하는 액이하인것

나.「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융·보험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토지

14. 술가·작곡가나그밖에 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 (인 )용역

15. 술창작품, 술행사,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도서 ,과학 ,박물 ,미술 ,동물원 는 식물원에의 입장

17.종교,자선,학술,구호(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단체가 공

하는 재화 는 용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국가,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 하는 재화 는 용역

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

체에 무상(무상)으로 공 하는 재화 는 용역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

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도서,신문 잡지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학술연구단체,교육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

공사 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4.종교의식,자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 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재화

7.이사·이민 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세가 면제되거나

「 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용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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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Thatadvertisementsshallbeexcluded;

9.Postagestamps(excludingthoseforcollection),revenuestamps,cer-tificatestamps,

lotterytickets,andpublictelephones;

10.TobaccounderArticle2oftheTobaccoBusinessActandwhichfalls underany

ofthefollowingitems:

(a)TobaccowhosesalepriceunderArticle18(1)oftheTobaccoBusinessActis

notmorethantheamountofmoney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b)TobaccoforspecialuseunderArticle19oftheTobaccoBusinessAct,whichis

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11.Financingandinsuranceservices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12.Leasingservicesofresidentialhousesandtheirappurtenantlands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13.Lands;

14.Manpowerserviceswhichauthors,composers,orotherpersonsasprescribedby

PresidentialDecreeprovidevocationally;

15.Creativeworksofart,artisticevents,culturalevents,andamateurathleticgames,as

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16.Admissiontolibraries,sciencehalls,museums,artgalleries,zoos,orbotanicalgardens;

17.Goodsorserviceswhichareprovidedbyanyorganizationforreligion,charity,scholarship,

relieforotherpublicinterestandwhichareprescribedPresidentialDecree;

18.Goodsorservicesthatar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andareprovidedand

renderedbytheState,localgovernments,orlocalgovernmentassociations;

19.Goodsorserviceswhichare,withoutcompensation,providedtotheState,localgovern-

ments,localgovernmentassociations,ororganizationsforpublicinterestas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

(2)Theimportofsuchgoodsasprovidedforin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

shallbeexemptedfromvalue-addedtaxes:

1.Unprocessedfoodstuffs(includingagriculture,livestock,fisheryandforestproducts

whichareservedforfood)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2.Books,newspapersandmagazines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3.Goodswhichareimportedbyacademicresearchorganizations,educationalinstitutions,

theEducationalBroadcastingSystemundertheKoreaEducationalBroadcastingSystem

Act,orculturalorganizationsforscientific,educationalandculturalpurposesandwhich

ar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4.Goodswhichanyforeigncountrydonatestoreligion,charityorrelieforganizations

forthepurposeofreligiousrites,charity,relief,orotherpublicinterest,andwhich

ar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5.GoodswhichanyforeigncountrydonatestotheState,localgovern-ments,orlocal

governmentassociations;

6.Low-pricedandduty-freegoodsthatarereceivedbyresidents;

7.Goodswhichareimportedasaresultofremoval,immigration,orinheritance,which

areexemptedfrom customsortowhichsimplifiedtariffasprescribedinArticle

81(1)oftheCustomsActa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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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행자의 휴 품,별송(별송)물품 우송(우송)물품으로서 세가 면제

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용되는 재화

9.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고용 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재화

10.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시회,품평회, 화제 는 이와 유사한 행

사에 출품하기 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가 면제되는 재화

11.조약·국제법규 는 국제 습에 따라 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12.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세가 감면되는 것 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다만, 세가 경감(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3.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세가 감면되는 것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만, 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

만 해당한다.

14.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세가 무세(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만, 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

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필수 으로 부수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은 면세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으

로서 제11조에 따라 세율 용의 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2호·제14호

제17호의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하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는 용역의 범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과세표 과 세액 (제13조 ～ 제17조)

제13조 【과세표 】

①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액(이하 "공 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다만,부가

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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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Personaleffects,separatelydeliveredbaggages,andmailedparcelsoftravelers,which

areexemptedfromcustomsortowhichtherelevantsimplifiedtariffapplies;

9.Goodsimportedascommoditysamplesoradvertisingmaterials,whichareexemptedfrom

customs;

10.Goodswhichareimported,withoutcompensation,forthepurposeofadisplayinany

fair,exhibition,prizecontest,filmfestivaloranyothersimilareventsheldinthe

RepublicofKorea,whichareex- emptedfromcustoms;

11.Goodswhichareexemptedfromcustomsinaccordancewithtreaties,internationallaws

andrules,orinternationalcustomsandwhichar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12.Goodsreimportedaftertheirexport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fromamong

thosetowhichcustomsarereducedorexempted:Provided,Thatifcustomsarereduced,

thisshallapplyonlytosuchreduction;

13.Goodsimportedtemporarilyundertheconditionsofexportingthem againas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fromamongthosetowhichcustomsarereducedorexempted:

Provided,Thatifcustomsarereduced,thisshallapplyonlytosuchreduction;

14.Tobaccosprescribedinparagraph(1)10;

15.Duty-freeorduty-reduciblegoodsotherthanthoseundersubparagraphs6through

13,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Provided,Thatifcustomsarereduced,this

shallapplyonlytosuchreduction.

(3)Thesupplyofgoodsorservicesnecessarilyauxiliarytothesupplyofgoodsorservices

forwhichthetaxisexemptedunderparagraph(1)shallbeconsideredtobeincluded

inthesupplyofthetax-exemptgoodsorservices.

(4)Withrespecttothesupplyofgoodsorservicessubjecttotheapplicationofthe

zerotaxrateunderArticle11orfallingunderparagraph(1)

12,14,and17,forwhichvalue-addedtaxesareexemptedunderparagraph(1),anen-

trepreneurmaynotbeexemptedfromvalue-addedtaxesundertheconditionsas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

(5)Necessarymatterspertainingtothescopeofgoodsorservicesprovidedforinpara-

graphs(1)and(2)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CHAPTERⅣ TAXBASEANDTAXAMOUNT

Article13(TaxBase)

(1)Thetaxbaseforvalue-addedtaxesonthesupplyofgoodsorservicesshallbethe

totalamountofvalueunderthefollowingsubparagraphs(hereinafterreferredtoas“value

ofsupply”):Provided,Thatvalue-addedtaxesshallnotbeincludedt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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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으로 가를 받는 경우:그 가

2. 외의 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 한 재화 는 용역의 시가(시가)

3.재화의 공 에 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를 받거나 가를 받지 아니하

는 경우:자기가 공 한 재화의 시가

4.용역의공 에 하여부당하게낮은 가를받는경우:자기가공 한용역의시가

5.폐업하는 경우: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액은 과세표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 리액

2.환입(환입)된 재화의 가액

3.공 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에 손·훼손 는 멸실(멸실)된 재화의 가액

4.국고보조 과 공공보조

5.공 가의 지 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

자(연체이자)

6.재화 는 용역을 공 한 후의 그 공 가액에 한 할인액으로서 통령

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는 용역을 공 한 후의 그 공 가액에 한 손 ( 손 )·장려

(장려김)과 이와 유사한 액은 과세표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은 세의 과세가격과 세·개

별소비세·주세(주세)·교육세·농어 특별세 교통·에 지·환경세를 합한

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 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세율】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 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 을 받는 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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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herepaymentsaregiveninmoney:thepayments;

2.Whereotherpaymentsthanmoneyaregiven:thecurrentmarketpriceofgoodsorservices

suppliedbythesupplierhimself/herself;

3.Wherepaymentsforthesupplyofgoodsareunjustifiablylowornopaymentsare

made:thecurrentmarketpriceofgoodssuppliedby thesupplierhimself/herself;

4.Wherepaymentsfortheservicesrenderedareunjustifiablylow:thecurrentmarket

priceofsuchservicesrenderedbythesupplierhimself/herself;

5.Wherethebusinessiscloseddown:thecurrentmarketpriceofinventorygoods.

(2)Amountsunderthefollowingsubparagraphsshallnotbeincludedinthetaxbase:

1.Theamountofdiscount;

2.Thevalueofreturnedgoods;

3.Thevalueofgoodswhicharedamaged,broken,orlostbeforetheyreachtheperson

receivingthesupply;

4.Nationalsubsidiesandpublicsubsidies;

5.Interestsreceivedduetoadelayinpaymentsforthesupply,amongoverdueinterests

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6.Amountdiscountedfromthevalueofsupplyafterthegoodsorservicesaresupplied,

whichi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3)Thebaddebtandbountyonthevalueofsupplyafterthegoodsorservicesaresupplied,

andotheramountssimilartothem,shallnotbedeductedfromthetaxbase.

(4)Thetaxbaseforvalue-addedtaxesontheimportofgoodsshallbethetotalsum

ofthetaxablevalueforcustomsduties,andthecustomsduties,individualconsumption

tax,liquortax,educationtax,specialagriculturalandfishingvillagetax,andthetaxfor

transportation,energyandenvironment.

(5)Necessarymatterspertainingtothecomputationoftaxbaseotherthanthoseprovided

forinparagraphs(1)through(4)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Article14(TaxRate)

Thetaxrateofvalue-addedtaxesshallbe10/100.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Article15(CollectionoverTransaction)

Whereanentrepreneursuppliesgoodsorservices,thevalue-addedtaxes,computed

byapplyingthetaxrateunderArticle14tothetaxbaseunderArticle13,shallbecollected

fromthepersonwhoreceivestherelevant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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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세 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경우에는 제9

조의 시기( 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은 계산서(이하 "세 계산서"라 한다)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을 받은 자에게 발 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 계산서를 발 한 후 그 기재사항에 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계산서를 수정하여 발 할 수 있다.<개정 2010.1.1부칙>

1.공 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는 명칭

2.공 받는 자의 등록번호

3.공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방법으로 세 계산서(이하 " 자세 계산서"라

한다)를 발 하여야 한다.다만,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개

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자세 계산서 이외의 세 계산서도

발 할 수 있다.<개정 2010.1.1부칙>

③ 제2항에 따라 자세 계산서를 발 하 을 때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통령령으로 정하는 세 계산서 발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송하여야 한다.<개정 2010.1.1부칙>

④ 제2항에 따라 자세 계산서를 발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도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세 계산서를 발 · 송할 수 있다.<개

정 2010.1.1부칙>

⑤ 세 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부칙>

⑥ 세 계산서를 발 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1부칙>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 계산서의 작성·발 에 필

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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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6(TaxInvoice)

(1)Whereanentrepreneurregisteredasataxpaymentobligorsuppliesgoodsorservices,

he/sheshallissueaninvoice,statingmattersunderthefollowingsubparagraphs(hereinafter

referredtoas“taxinvoice”)tothepersonwhoreceivesthesupply,as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atthetimeprovidedforinArticle9(orthetimespecifiedotherwisebyPresidential

Decree,ifany).Insuchcases,ataxinvoicemaybemodifiedforreplacement,as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whenanyground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includingerror

andcorrectioninconnectionwiththedescriptionsthereofarises:<AmendedbyAct

No.9915,Jan.1,2010>

1.Registrationnumberandnameordenominationoftheentrepreneurwhosupplies;

2.Registrationnumberofthepersonwhoreceivessupply;

3.Thevalueofsupplyandtheamountofvalue-addedtaxes;

4.Dateofpreparation;

5.Matter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otherthanthoseundersubparagraphs1

through4.

(2)Notwithstandingparagraph(1),corporateentrepreneurs,andin-dividualentrepreneurs

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shallissueataxinvoicebyelectronicmethod(hereinafter

referredtoasthe“electronictaxinvoic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Provided,

Thatcorporateentrepreneursmayalsoissueataxinvoiceotherthananelectronictax

invoicebyDecember31,2010,andindividualentrepreneursbyDecember31,2011.

<AmendedbyActNo.9915,Jan.1,2010>≪EnforcementDateoftheportion

regardingindividualentrepreneur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Jan.1,

2011≫

(3)Whenanelectronictaxinvoicehasbeenissuedunderparagraph(2),theentrepreneur

shalltransmitthelistofissuedtaxinvoice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tothe

CommissioneroftheNationalTaxServicebythedeadlin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AmendedbyActNo.9915,Jan.1,2010>

(4)Anentrepreneurotherthanthoserequiredtoissueanelectronictaxinvoiceasprescribed

inparagraph(2)mayissueandtransmitanelectronictaxinvoiceasprescribedinparagraphs

(2)and(3).<AmendedbyActNo.9915,Jan.1,2010>

(5)Theheadofcustomshouseshallissueataxinvoiceofgoodsbeingimportedtothe

importer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AmendedbyActNo.9915,Jan.1,

2010>

(6)Paragraphs(1)and(2)maynotbeapplicabletothecases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suchaswhereitisdifficulttoissueataxinvoice,whereitisunnecessary,etc.

<AmendedbyActNo.9915,Jan.1,2010>

(7)Necessarymattersconcerningthepreparationandissuanceoftaxinvoiceotherthan

thoseprescribedinparagraphs(1)through(6)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AmendedbyActNo.9915,Jan.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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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 한 재화 는 용역에 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다만,매출세액을 과하는 매입세액은 환 받을 세액(이하 "환 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0.1.1부칙>

1.자기의 사업을 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부칙>

1.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 거래처별 등록번호 는 공 가액의 부 는 일부가 히지 아니

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히지 아니한 부분

는 사실과 다르게 힌 부분의 매입세액.다만,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항에 따른 세 계산서를 발 받지 아니한

경우 는 발 받은 세 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부 는 일부

가 히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힌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사업과 직 련이 없는 지출에 한 매입세액

4.비 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임차) 유지에 한 매입세액

5. 비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련된 매입세액

6.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사업에 련된 매입세

액(투자에 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련 매입세액

7.제5조제1항 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의 매입세액.다만, 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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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7(PayableTaxAmount)

(1)Theamountofvalue-addedtaxespayablebyanentrepreneur(hereinafterreferred

toasa“payabletaxamount”)shallbetheamountcom-putedbydeductingthetaxamount

underthefollowingsubparagraphs(hereinafterreferredtoasan“inputtaxamount”)from

thetaxamountonthegoodsorservicessuppliedbytheentrepreneur(hereinafterreferred

toas“outputtaxamount”):Provided,Thatwhereaninputtaxamountexceedstheoutput

taxamount,itshallbearefundabletaxamount(hereinafterreferredtoasa“refundable

taxamount”):<AmendedbyActNo.9915,Jan.1,2010>

1.Thetaxamountonthesupplyofgoodsorserviceseitherusedortobeusedforhis/her

ownbusiness;

2.Thetaxamountontheimportofgoodseitherusedortobeusedforhis/herown

business.

(2)Theinputtaxamountinthefollowingsubparagraphsshallnotbedeductedfrom

theoutputtaxamount:<AmendedbyActNo.9915,Jan.1,2010>

1.Aninputtaxamountwhere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isnot

submittedunderArticle20(1)and(2),ortheinputtaxamountontheportionnotentered

ordifferentlyenteredfromthefact,wherethewholeorpartoftheregistrationnumbers

orsupplyvaluesbytransactionpartiesarenotenteredordifferentlyenteredfrom

thefactfromamongtheentereditemsonthesubmittedlistofthetotaltaxinvoices

bycustomer:Provided,Thattheinputtaxamountinsuchcaseasprescribedby

PresidentialDecreeshallbeexcluded;

2.AninputtaxamountwherethetaxinvoiceunderArticle16(1),(2),(4)and(5)is

notdelivered,orthewholeorpartofthematterstobeenteredunderArticle16(1)

1through4(hereinafterreferredtoasthe“requisiteentryitem”)arenotenteredor

differentlyenteredfromthefactonthedeliveredtaxinvoice:Provided,Thattheinput

taxamountinsuchcases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shallbeexcluded;

3.Aninputtaxamountondisbursementswhicharenotdirectlyrelatedtothebusiness;

4.Apurchasetaxamountonthepurchase,leaseandmaintenanceofnon-businesssmall

automobiles;

5.Aninputtaxamountrelatedtothedisbursementofexpenses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whichareentertainmentexpensesandsimilarexpenditures;

6.Aninputtaxamountrelatedtothebusinesssupplyinggoodsorser-viceswhichare

exemptedfrom thevalue-addedtaxes(includingtheinputtaxamountrelatedto

investments),andaninputtaxamountrelatedtoland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7.AninputtaxamountbeforeregistrationunderArticle5(1)or(2):Provided,That

thos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shallbe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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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 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는 임

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는 창출한 용역의 공 에 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

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제11조에 따라 세율이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액을 매

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0.1.1부칙>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용한다.<개정 2010.1.1부칙>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 을 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

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는

환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확정신

고)와 함께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부칙>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

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0.1.1부칙>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 에 하여 필요한 사항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부칙>

제17조의2【 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경우 공

을 받는 자의 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는 용역의 공 에 한 외상매출 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부 는 일부가 손( 손)되어 회

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액(이하 " 손세

액"이라 한다)을 그 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다만,그 사업자가 손 액의 부 는 일부를 회수한 경

우에는 회수한 손 액에 련된 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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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ntheeventthatthetaxisimposedonthesupplyofgoodsmanu-facturedandprocessed,

orofservicescreated,byanentrepreneurthroughusing,asrawmaterials,theagricultural,

livestock,fisheryorforestproductssuppliedwiththeexemptionofvalue-addedtaxes(hereinafter

referredtoasthe“tax-exemptagriculturalproducts,etc.”)(excludingwheresuchgoodsorservices

arenotexemptedfromthevalue-addedtaxunderArticle12(4)andaresubjecttotheapplication

ofthezerotaxrateunderArticle11),theamountcomputed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maybedeductedasaninputtaxamount.<AmendedbyActNo.9915,Jan.1,2010>

(4)Paragraph(3)shallbeapplicableonlytowheretheentrepreneursubmitstothehead

of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abusinessplacethedocumentsattestingthefactthat

he/shehasthetax-exemptagriculturalproducts,etc.suppliedas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alongwiththereportasprovidedforinArticles18and19.<AmendedbyAct

No.9915,Jan.1,2010>

(5)Whereanygoodsfromwhichaninputtaxamountisdeductedunderparagraph(1)

areusedorconsumedforthebusinessofsupplyingvalue-addedtax-exemptgoodsor

services,orforanyotherpurposes,therelevantentrepreneurshall,pursuanttoPresidential

Decree,recalculatethepayableorrefundabletaxamount,andmakereportandpayment

thereoftotheheadofcompetenttaxoffice,alongwithafinalreturnofthetaxableperiod

concernedprescribedinArticle19.<AmendedbyActNo.9915,Jan.1,2010>

(6)Whenanygoodsforwhichtheinputtaxamountwasnotdeductedinaccordance

withparagraph(2)6areusedorconsumedforataxablebusiness,theentrepreneurmay

deductanamountcalculatedbytheformula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asthe

inputtaxamountforthetaxableperiodinwhichthedaywhensuchgoodsareused

orconsumedforthetaxablebusinessfalls.<AmendedbyActNo.9915,Jan.1,2010>

(7)Necessarymatterspertainingtothescopeoftheinputtaxamountswhicharenot

deductedunderparagraph(2)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Amended

byActNo.9915,Jan.1,2010>

Article17-2(BadDebtTaxCredit)

(1)Whereanentrepreneursuppliesgoodsorservicesonwhichthevalue-addedtaxes

arelevied,ifthewholeorpartofthecreditsalesandothersalesclaims(referringto

onewhichincludesvalue-addedtaxes)onthesupplyofrelevantgoodsorserviceshas

becomeabaddebtandirrecoverableduetoabankruptcyoforcompulsoryexecution

againstthepersonreceivingthesupply,orbysuchothercausesasprescribedby

PresidentialDecree,theamountcomputedbythefollowingformula(hereinafterreferred

toasa“baddebttaxamount”)maybedeductedfromtheoutputtaxamountforthe

taxableperiodwheretothedaywhenarelevantbaddebtbecomesdefinitebelongs:

Provided,Thatiftheentrepreneurrecoversthewholeorpartofthebaddebtamount,

abaddebttaxamountrelatedtotherecoveredbaddebtamountshallbeaddedtothe

outputtaxamountforthetaxableperiodwheretothedateofrecoverybel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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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액 = 손 액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손 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용한다.

③ 제1항 제2항을 용할 때 재화 는 용역을 공 받은 사업자가 손

세액의 부 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

서 공 자의 손이 그 공 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련 손세액에 해당하는 액을 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다만,그 사업자가 손세액을 빼지 아니

한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을 받은 자의 할 세

무서장이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 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손 액의 부 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손 액에 련된 손세액을 변제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세액 공제의 범

차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 공제】

①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에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하여 재고품의 범 ,그 용 시

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삭제 <1995.12.29부칙>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8조 ～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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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debtstaxamount=baddebtamount×10/110.

(2)Paragraph(1)shallapplyonlytowheretheentrepreneursubmitsthedocumentsattesting

thefactthatthebaddebtamounthasoccurred,alongwiththereportunderArticle19,

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3)Inapplicationofparagraphs(1)and(2),wheretheentrepreneurinreceiptofthesupply

ofgoodsorserviceshasthewholeorpartofthebaddebttaxamountdeductedasan

inputtaxamountunderArticle17,andwherethebaddebtofthesupplierbecomesdefinite

beforethecessationofbusinessbytheentrepreneurinreceiptoftherelevantsupply,

theamountequivalenttotherelatedbaddebttaxamountshallbedeductedfromaninput

taxamountforthetaxableperiodwheretothedaywhenthebaddebtbecomesdefinite

belongs:Provided,Thatwheretherelevantentrepreneurfailstomakesuchdeduction,

theheadofa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apersonwhohasreceivedthesupply

shallcorrectsuchfailur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5)Wheretherelevantentrepreneurwhohasdeductedaninputtaxamount(including

thecorrectionmadebytheheadofthecompetenttaxoffice)underparagraph(3)refunds

thewholeorpartofthebaddebts,abaddebttaxamountrelatingtotherefundedbad

debtsshallbeaddedtoaninputtaxamountforthetaxationperiodwheretothedate

ofrefundbelongs,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6)Mattersnecessaryforthescopeofandtheproceduresforthebaddebttaxamount,

otherthanthoseprescribedinparagraphs(1)through(3),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17-3(DeductionofInventoryInputTaxAmount)

(1)WhereasimplifiedtaxablepersonprovidedforinArticle25isconvertedtoageneral

taxableperson,anamountcalculatedaccordingtowhati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withrespecttotheinventoryanddepreciableassetsatthetimeofsuchachangemay

bedeductedasaninputtaxamount.

(2)Thescopeoftheinventoryandapplicabletimeandothernecessarymatters,concerning

thedeductionoftheinventoryinputtaxamountprovidedforinparagraph(1),shallbe

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Article17-4Deleted.<byActNo.5032,Dec.29,1995>

CHAPTERⅤ TAXRETURNAND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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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 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신고기간에 한 과세표 과 납부세액 는 환

세액을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신규로 사업

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한 최 의 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

일 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정신

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정신고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정신고기간: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하여는 각

정신고기간마다 직 (직 )과세기간에 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제106조의4제1항에 따라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액으

로 하고,제21조에 따른 결정 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

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 된 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결정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다만,

징수하여야 할 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이하 " 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한 과세표 과 납부세액 는 환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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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18(PreliminaryReturnandPayment)

(1)Anentrepreneurshallreturnthetaxbaseandthepayableorrefund-abletaxamount

foreachpreliminaryreturnperiodto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

thebusinessplac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within25days(50daysinthe

caseofanyforeigncorporation)afterterminationofthebelow-mentionedperiod

(hereinafterreferredtoasa“preliminaryreturnperiod”)ineachtaxableperiod:Pro-

vided,Thatthefirstpreliminaryreturnperiodforapersonwhostartsorintendstostart

anewbusinessshallbefromthedateofstartingthebusinessorofmakingtheregistration

undertheprovisotoArticle5(1),tothedateofterminationofthepreliminaryreturn

periodwheretothedateofsucharegistrationbelongs:

Preliminaryreturnperiodforthefirstperiod:FromJanuary1toMarch31;

Preliminaryreturnperiodforthesecondperiod:FromJuly1toSeptember30.

(2)Notwithstandingparagraph(1),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

thebusinessplaceshall,withrespecttoanyindividualentrepreneur,determinetheamount

equivalentto1/2ofthepayabletaxamountfortheimmediatelyprecedingtaxableperiod

ineachpreliminaryreturnperiod(ifthereexistsanytaxamountwhichisdeductedor

reducedfromthepayabletaxamountunderArticle32-2(1)ofthisAct,orArticle104-8

(2)or106-4(1)oftheRestrictionofSpecialTaxationAct,itshallbetheamountremaining

afterbalancingtherelevanttaxamount;andifthereexistsanydecisionorrectification

underArticle21ofthisAct,andanydecisionontherevisedreturnandrequestforrectification

underArticles45and45-2oftheFrameworkActonNationalTaxes,itshallbeanamount

whichreflectsthedetailsthereof),andcollectitbytherelevantpreliminaryreturndeadline

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Provided,Thatwherethecollectableamountisless

than200,000won,suchamountshallnotbecollected,andanyindividualentrepreneur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maymakeareturnasprovidedforinparagraph(1).

(3)Wherethedeterminationunderthemainsentenceofparagraph(2)ismade,ifany

individualentrepreneurmakesareturnundertheprovisotothesaidparagraph,therelevant

determinationshallbeconsiderednottohavebeenmade.

(4)Anentrepreneurshallpaythepayabletaxamountfortherelevantpreliminaryreturn

periodto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alongwith

thereturnunderparagraphs(1)andtheprovisotoparagraph(2)(hereinafterreferred

toasa“preliminaryreturn”),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Article19(FinalTaxReturnandPayment)

(1)Anentrepreneurshallreturnthetaxbase,thepayableorrefundabletaxamountfor

eachtaxableperiodtotheheadofthetaxofficehavingthejurisdictionoverthebusiness

plac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within25days(50daysinthecaseofany

foreigncorporation)afterterminationoftherelevanttaxable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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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

간에 한 납부세액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할 세무

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재화의 수입에 한 신고·납부】

제2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 세법」에 따라 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세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항에 따라 세 계산서를 발 하

거나 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은 매출처별 세 계산

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 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정신고 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다

만,제16조제3항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 계산서 발 명세를

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부칙>

1.공 하는 사업자 공 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는 명칭

2.거래기간

3.작성 일자

4.거래기간의 공 가액의 합계액 세액의 합계액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정신

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1부칙>

③ 세 계산서를 발 한 세 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용하여 매출처별 세 계산

서합계표를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부칙>

④ 세 계산서를 발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

처별 세 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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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nentrepreneurshallpaythepayabletaxamountfortherelevanttaxableperiodto

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alongwiththetax

returnunderparagraph(1)(hereinafterreferredtoasa“finaltaxreturn”),as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19-2(ReturnandPaymentforImportofGoods)

WherethetaxpaymentobligorunderArticle2(1)2filesareturnandmakespayment

ofcustomsundertheCustomsAct,he/sheshallfileareturnandmakepaymentofvalue-added

taxontheimportofgoodstogetherwiththecustoms.

[ThisArticleNewlyInsertedbyActNo.9268,Dec.26,2008]

Article20(SubmissionofListofTotalTaxInvoices)

(1)WhereanentrepreneurhasissuesorreceivestaxinvoicesunderArticle16(1),(2),

(4)and(5),he/sheshallsubmitalistoftotaltaxinvoicesbycustomerandalistoftotal

taxinvoicesbysellerbystatingthemattersinthefollowingsubparagraphs(hereinafter

referredtoasthe“listoftotaltaxinvoicesbycustomerandseller”)togetherwiththe

preliminaryorfinalreturnconcerned(incasestowhichthemainsentenceofArticle

18(2)applies,thefinalreturnofthetaxableperiodconcerned):Provided,Thatwhere

thelistofissuanceoftaxinvoiceshasbeentransmittedtotheCommissioneroftheNational

TaxServiceasprescribedinArticle16(3)and(4),thisshallnotapply:<Amended

byActNo.9915,Jan.1,2010>

1.Registrationnumberandnameordenominationoftheentrepreneurwhosuppliesorissupplied;

2.Periodoftransaction;

3.Dateofpreparation;

4.Sumofthesupplyvalueandthatofthetaxamountduringsuchtransactionperiod;

5.Mattersotherthanthoseprovidedforinsubparagraphs1through4,whichare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

(2)WhereanentrepreneurwhomakesapreliminaryreturnprovidedforintheprovisotoArticle

18(1)and(2)isunabletosubmitthelistoftotaltaxinvoicesbycustomerandseller,together

witheachpreliminaryreturn,he/shemaysubmititwiththefinalreturninthetaxableperiodin

whichthepreliminaryreturnperiodisincluded.<AmendedbyActNo.9915,Jan.1,2010>

(3)Theheadofthecustomshousewhoissuestaxinvoicesshallsubmitthelistoftotaltaxinvoices

byacustomerto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byapplying

mutatismutandisparagraphs(1)and(2).<AmendedbyActNo.9915,Jan.1,2010>

(4)TheState,alocalgovernment,alocalgovernmentassociation,oranyotherentity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whichreceivedtaxinvoicesshall,evenifitdoesnothaveany

dutytopayavalue-addedtax,submitthelistoftotaltaxinvoicesbysellertothehead

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within25daysafterthe

expirationofthetaxableperiodconcerned.<AmendedbyActNo.9915,Jan.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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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

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부칙>

제20조의2【 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해당 업종의 특성

세원 리(세원 리)를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

업자는 매출명세서를 정신고 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2010.1.1부칙>

② 부동산임 업자는 부동산임 공 가액명세서를 정신고 는 확정신고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1부칙>

③ 매출명세서 부동산임 공 가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부칙>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 (제21조 ～ 제24조)

제21조 【결정 경정】

① 사업장 할 세무서장,사업장 할 지방국세청장 는 국세청장(이하 "

사업장 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과 납

부세액 는 환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는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 계산서합계표 는 매입처별 세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 계산서합계표 는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부 는 일부가 있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있는 경우

4.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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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attersotherthanthoseprovidedforinparagraphs(1)through(4),whicharenecessary

forthepreparationandsubmissionofthelistoftotaltaxinvoicesbycustomerandseller,

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20-2(SubmissionofStatementofCashSales,etc.)

(1)AnentrepreneurwhoengagesinabusinessenumeratedbyPresi-dentialDecree

inconsiderationofthecharacteristicsofthebusinessandthemanagementoftaxsources,

fromamongthebusinessservicesotherpersonalservicesandrealestatebusiness,shall

submitthestatementofcashsalesalongwiththepreliminaryorfinaltaxreturn.<Amended

byActNo.9915,Jan.1,2010>

(2)Anyrealestateleasingagentshallsubmitthestatementofthesupplypriceinreal

estateleasecontractsalongwiththepreliminaryorfinaltaxreturn.<NewlyInserted

byActNo.9915,Jan.1,2010>

(3)Necessarymattersconcerningthepreparationandsubmissionofthestatementofcash

salesandthestatementofthesupplyvalueinrealestateleasecontractsshallbe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AmendedbyActNo.9915,Jan.1,2010>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8142, Dec. 30, 2006]

CHAPTERⅥ DECISION,RECTIFICATION,COLLECTIONANDREFUND

Article21(DecisionandRectification)

(1)Onlywhenanentrepreneurfalls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thehead

ofthetaxofficeortheheadoftheregionalnational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

thebusinessplace,ortheCommissioneroftheNationalTaxService(hereinafterreferred

toasthe“headoftaxoffice,etc.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shalldecide

orrectifythetaxbaseofvalue-addedtaxesandtaxamountpayableortaxamountrefundable

fortherelevanttaxableperiodbyinvestigation:

1.Wherethefinaltaxreturnisnotfiled;

2.Wherethereareanymistakesoromissionsindetailsofthefinaltaxreturn;

3.Whereinfilingthefinaltaxreturn,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or

sellerisnotsubmitted,orthewholeorpartofthe entriesinsuchsubmittedlist

arenotenteredorentereddifferentlyfromthefact;

4.Inothercases,wherevalue-addedtaxesarelikelytobeevadedforreasonsas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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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장 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한 과세표 과 납

부세액 는 환 세액을 결정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 계산서·장부 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과세표 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 계산서·장부 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세 계산서·장부 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

자재·상품·제품 는 각종 요 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세 계산서·장부 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

(동력)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는 경정한 과세

표 과 납부세액 는 환 세액에 오류 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세액에서 뺀다.<개정 2010.1.1부칙>

1.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

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정신고기간( 정신고기간이 지난 경

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 가액에 하여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액

2.사업자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

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정신고기간( 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 가액에 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



- 34 -

(2)Whereadecisionorrectificationofthetaxbaseandpayabletaxamountorrefundable

taxamountforeachtaxableperiodunderparagraph(1)ismade,theheadoftaxoffice,

etc.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shalldecideorrectifythemonthebasis

oftaxinvoices,accountingbooks,andanyotherevidence:Provided,Thatinthecase

falling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theestimationmaybemadeas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

1.Wheretaxinvoices,accountingbooks,andanyotherevidencenecessaryforthecalculation

ofthetaxbaseareeithermissingorincompleteintheirmajorportion;

2.Wheredetailsofthetaxinvoices,accountingbooks,andanyotherevidenceareobviously

falseinviewofthecapacityoffacilities,numberofemployees,andthecurrentmarket

pricesofrawmaterials,commodities,products,orvariouscharges;

3.Wheredetailsofthetaxinvoices,accountingbooks,andanyotherevidenceare

obviouslyfalseinviewofthequantitiesofrawmaterialsused,electricpowerused,

andotheroperatingsituations.

(3)Whereanymistakeoromissionisfoundinthetaxbaseandpayabletaxamountor

refundabletaxamountthatisdecidedandrectifiedunderparagraphs(1)and(2),thehead

oftaxoffice,etc.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shallimmediatelyrectify

itagain.[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22(AdditionalTax)

(1)Ifanentrepreneurfalls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theamountindicated

ineachcorrespondingsubparagraphshallbeaddedtothepayabletaxamountordeducted

fromtherefundabletaxamount:<AmendedbyActNo.9915,Jan.1,2010>

1.Anamountequivalentto1/100ofthevalueofsupplyfromthecommencementdate

ofbusinesstothetimeperiodforthepreliminarytaxreturninwhichthedaywhen

theapplicationforregistrationisfiledfalls(orthecorrespondingtaxableperiod,ifthe

timeperiodforthepreliminarytaxreturnhaselapsed),whereanyentrepreneurfails

tofileanapplicationforregistrationwithinthetimelimitasprescribedinArticle5

(1);

2.Anamountequivalentto1/100ofthevalueofsupplyfromthecommencementdate

ofbusinesstothetimeperiodforthepreliminary taxreturn(orthecorresponding

taxableperiod,ifthetimeperiodforthepreliminarytaxreturnhaselapsed)during

whichthedaywhenthefactthathe/shehasactuallyengagedinthebusinessisconfirmed,

whereitisconfirmedthattheentrepreneurcompletedtheregistrationunderArticle

5inthenameofanotherpersonasspecifiedbyPresidentialDecreeandhasactually

engagedinth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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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 가액에

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세액에서 뺀다.다만,제2호 제2호의

2는 법인사업자에 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1천분의 1

을 용하며, 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는 각각 1천분의 3,1천분의 1을 용한다.<개정 2010.1.1부칙>

1.제16조에 따라 발 한 세 계산서의 필요 기재사항의 부 는 일부가

착오 는 과실로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세 계산서를 발 한 사업자가 재화 는 용역의

공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 계

산서 발 명세를 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는 용역의 공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 계산서 발

명세를 송하는 경우

3.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 표등을 발 받아 제18조제1항

제2항 단서 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

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

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 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 계산서에 힌 액을 말한다)에 하여 100분의 2에 해당

하는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세액에서 뺀다.<개정 2010.1.1부칙>

1.제16조에 따른 세 계산서를 발 하지 아니한 경우

2.재화 는 용역을 공 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 계산서를 발 한 경우

3.재화 는 용역을 공 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 계산서를 발 받은 경우

4.재화 는 용역을 공 하고 실제로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 계산서를 발 한 경우

5.재화 는 용역을 공 받고 실제로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 계산서를 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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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hereanentrepreneurfalls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theamountequiv-

alentto1/100(5/1000inanycasefallingundersubparagraph2-2)ofthevalueofsupply

shalleitherbeaddedtothepayabletaxamountordeductedfromtherefundabletaxamount:

Provided,Thatsubparagraphs2and2-2shallnotapplytoanyjuristicentrepreneurby

December31,2010,andtheamountequivalentto3/1000and1/1000shallbeapplicable,

respectively,fromJanuary1,2011toDecember31,2012;subparagraphs2and2-2shall

notapplytoanyindividualentrepreneur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byDecember

31,2011,andtheamountequivalentto3/1000and1/1000shallbeapplicable,respectively,

fromJanuary1,2012toDecember31,2013:<AmendedbyActNo.9915,Jan.1,2010>

1.Wheretherearerequisiteentryitemsomittedpartiallyorcompletelybymistakeor

negligenceinataxinvoiceissuedinaccordancewithArticle16,orwherethereis

anydescriptiondifferentfromtheactualfact;

2.WhereanentrepreneurwhohasissuedelectronictaxinvoicesunderArticle16(2)

failstotransmitalistofissuanceoftaxinvoicestotheCommissionerofNational

TaxServicebythe15thdayofthefollowingmonthfromtheendoftheperiodof

taxationtowhichthetimingofsupplyofgoodsorservicesbelongs;

2-2.WhereanentrepreneurtransmitsalistofissuanceoftaxinvoicestotheCommissioner

ofNationalTaxServicebythe15thdayofthefollowingmonthfromtheendofthe

periodoftaxationtowhichthetimingofsupplyofgoodsorservicesbelongs,after

thedeadlinefallingunderArticle16(3)haslapsed;

3.Whenanentrepreneurhastheinputtaxamountdeductednotbyhavingthecredit

cardsalesslips,etc.providedforinArticle32-2(3)delivered,andpresentingthem

totheGovernmentatthetimehe/shemakesareportasprovidedforintheprovisos

toArticle18(1)and(2),orArticle19(1),butbysuchreasonasprescribedby

PresidentialDecree.

(3)Whereanentrepreneurfalls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anamount

equivalentto2/100ofthevalueofsupply(oranamountstatedinthetaxinvoiceinthe

casesetforthinsubparagraph2)shallbeaddedtothepayabletaxamountordeducted

fromtherefundabletaxamount:<AmendedbyActNo.9915,Jan.1,2010>

1.WhereanentrepreneurfailstoissueataxinvoiceunderArticle16;

2.WhereanentrepreneurissuesataxinvoiceunderArticle16withoutsupplyingany

goodsorservices;

3.WhereanentrepreneurisissuedataxinvoiceunderArticle16withoutbeingsupplied

withanygoodsorservices;

4.Whenanentrepreneursuppliesanygoodsorservice,butissuesataxinvoiceinany

nameotherthanthenameoftheactualsupplier;

5.Whenanentrepreneurissuppliedwithanygoodsorservice,butisissuedataxinvoice

inanynameotherthanthenameoftheactual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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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가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있는 부분의 공 가액에 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

는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세액에서 빼고,제3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공 가액에 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세액에서 뺀다.다만,매출처별 세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이 착오로 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

가액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부칙>

1.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거래처별 등록번호 는 공 가액의 부 는 일부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있는 경우

3.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 계

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 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 가액 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어 신고한 공 가액에 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세액에서 뺀다.다만,매입처

별 세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힌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 가액에 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부칙>

1.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2.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 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거래처

별 등록번호 는 공 가액의 부 는 일부가 있지 아니하거나 사

실과 다르게 있는 경우.다만,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공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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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hereanentrepreneurfallsundersubparagraphs1and2,theamountequivalentto1/100

ofthesupplyvalueoftheportionwhichisnotenteredorentereddifferentlyfromthefact

intheentriesoftheunsubmittedorsubmitted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

shallbeaddedtothepayabletaxamountordeductedfromtherefundabletaxamount,

andiftheentrepreneurfallsundersubparagraph3,theamountequivalentto5/1,000of

thesupplyvalueshallbeaddedtothepayabletaxamountordeductedfromtherefundable

taxamount:Provided,Thatwheretheentriesof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

areenteredbymistake(excludingwhereitissubmittedunderArticle20(2)),andthe

supplyvalueoftheportionforwhichthefactoftradeisconfirmedas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thesameshallnotapply:<AmendedbyActNo.9915,Jan.1,2010>

1.Where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isnotsubmittedunderArticle20

(1)and(2);

2.Wheretheregistrationnumberbyeachcustomer,orthewholeorpartofthesupply

value,ofthematterstobeenteredin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

submittedunderArticle20(1)and(2),isnotenteredordifferentlyenteredfromthe

fact;

3.Where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issubmittedunderArticle20

(2)anddoesnotfallundersubparagraph2.

(5)Whereanentrepreneurfalls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theamount

equivalentto1/100ofthesupplyvaluecorrespondingtotheinputtaxamountdeducted

notby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butbythetaxinvoices,or1/100

ofthesupplyvaluereturnedbyenteringexcessivelydifferentlyfromthefactintheentries

ofthesubmitted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shallbeaddedtothepayable

taxamount,ordeductedfromtherefundabletaxamount:Provided,Thatwherethe

entriesof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areenteredbymistake,andthe

supplyvalueoftheportionforwhichthefactoftradeisconfirmedundertheconditions

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thisshallnotbeapplicable:<AmendedbyAct

No.9915,Jan.1,2010>

1.WhereaninputtaxamountisdeductedpursuanttotheprovisotoArticle17(2)2

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2.Where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asprovidedforinArticle20

(1)and(2)isnotsubmitted,orthewholeorpartoftheregistrationnumbersbycustomer

orsupplyvaluesintheentryofthesubmitted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

isnotentered,orentereddifferentlyfromthefact:Provided,Thatthecaseas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shallbeexcluded;

3.Wherethesupplyvalueintheentryof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

submittedunderArticle20(1)and(2),whichisenteredexcessivelydifferentlyfrom

thefact,is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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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명세서 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 공 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 액

( 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매출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 액 는 제출

한 수입 액과 실제 수입 액과의 차액에 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세액에서 뺀다.<개정 2010.1.1부칙>

⑦ 세율이 용되는 과세표 을 제18조제1항 제2항 단서 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 이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 (미달하게 신

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 )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납

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세액에서 뺀다.<개정 2010.1.1부칙>

⑧ 제1항이 용되는 부분에 하여는 제2항 제4항을 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용되는 부분에 하여는 제1항·제4항 제5항을 용하지 아

니하며,제4항이 용되는 부분에 하여는 제2항을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부칙>

⑨ 제7항을 용할 때 제18조에 따른 정신고납부와 련하여 가산세가 부

과되는 부분에 하여는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련하여 가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부칙>

제23조 【징수】

① 사업장 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정신고 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

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제21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업장 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용하여 과세표 과 납부세액 는 환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사업자가 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신고한 내용에 오류 는 탈루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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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IfanyentrepreneurdoesnotsubmitthestatementofcashsalesunderArticle20-2

(1)orthestatementofthesupplyvalueinrealestateleasecontractsunderArticle20-2

(2)oriftheincomeamount(referringtocashsalesinthecaseofthestatementofcash

sales;hereafterthesameshallapplyinthisparagraph)statedinataxreturnisdifferent

fromthetruth,anamountequivalentto1/100oftheamountnotstatedinthetaxreturn

orthedifferencebetweentheincomeamountstatedinthetaxreturnandtheactual

incomeamountshallbeaddedtothetaxamountpayableordeductedfromthetaxamount

refundable.<AmendedbyActNo.9915,Jan.1,2010>

(7)Whereanytaxbasetowhichthezerotaxrateisapplicablehasnotbeenreported

asprovidedforintheprovisostoArticle18(1)and(2),or19(1),orwherethereported

taxbasefallsshortofthetaxbasetobereported,anamountequivalentto1/100ofthe

taxbasenotreported(inthecaseofhavingreporteditinshort,thetaxbaseinshort)

shalleitherbeaddedtothepayabletaxamountordeductedfromtherefundabletaxamount.

<AmendedbyActNo.9915,Jan.1,2010>

(8)Paragraphs(2)and(4)shallnotapplytothepartstowhichpara-graph(1)applies;

paragraphs(1),(4)and(5)shallnotapplytothepartstowhichparagraph(3)applies;

andparagraph(2)shallnotapplytothepartstowhichparagraph(4)applies.<Amended

byActNo.9915,Jan.1,2010>

(9)Intheapplicationofparagraph(7),theadditionaltaxshallnotbeleviedontheportion

onwhichtheadditionaltaxisleviedinconnectionwithapreliminaryreturnpayment

asprovidedforinArticle18,inconnectionwiththefinalreturnpaymentasprovided

forinArticle19.<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23(Collection)

(1)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shallcollect,

inthesamemannerasthenationaltaxesarecollected,thetaxamountunpaidwherean

entrepreneurhaspaidinshortofthereportedpayabletaxamountinhis/herpreliminary

taxreturnorhis/herfinaltaxreturn,andcollectthepayabletaxamountadditionally

inthecaseofdecisionorrectificationmadeunderArticle21(1)through(3).

(2)Incasesfalling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theheadofthetaxoffice

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maycheck,andthendecideorrectifythetax

baseandthepayabletaxamountortherefundabletaxamountbyapplyingmutatismutandis

ofArticle21,andcollectthetaxamountinthesamemannerasthenationaltaxesare

collected:

1.Whereanentrepreneurfailstofileapreliminarytaxreturn;

2.Wheredetailsofthefiledtaxreturnhaveanymistakeoromission;

3.Othercaseswhereanyground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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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화의 수입에 한 부가가치세는 세 장이 세징수의 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 【환 】

① 사업장 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한 환 세액

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세액

을 사업자에게 환 할 수 있다.

1.제11조의 세율을 용하는 경우

2.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는 증축하는 경우

제7장 간이과세 (제25조 ～ 제30조)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에 한 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

를 말한다.이하 "공 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액의 100

분의 130에 해당하는 액 이하의 범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

과·징수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부칙>

1.간이과세가 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 연도 는 직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하

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 가를 합한 액

을 12개월로 환산한 액을 기 으로 하여 제1항을 용한다.이 경우 1개

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개정 2010.1.1부칙>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

가의 합계액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액에 미달될 것으로 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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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hevalue-addedtaxontheimportationofgoodsshallbecollectedbytheheadof

acustomshouseinthesamemannerasthenationaltaxesarecollected.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Article24(Refund)

(1)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shallrefund,

ineachtaxableperiod,therefundabletaxamountfortherespectivetaxableperiodtothe

relevantentrepreneur,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2)Whereanentrepreneurfalls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theheadofthe

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mayrefundtherefundabletaxamount

totheentrepreneur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notwithstandingparagraph(1):

1.WherethezerotaxrateprescribedinArticle11isapplicable;

2.Wherebusinessfacilitiesarenewlyconstructed,acquired,expanded,orextended.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CHAPTERⅦ SIMPLIFIEDTAXATION

Article25(SimplifiedTaxation)

(1)Withrespecttoanyindividualentrepreneur(hereinafterreferredtoasa“simplified

taxableperson”)whoseproceeds(referringtoproceedsincludingthevalue-addedtax;

hereinafterreferredtoas“proceedsfromsupply”)fromthesupplyofgoodsandservices

intheimmediatelyprecedingcalenderyearfallshortoftheamountprescribedby

PresidentialDecreewithinthelimitofnotlessthan48millionwonandofnotmorethan

theamountequivalentto130/100ofsuchamount,thevalue-addedtaxshallbeimposed

andcollectedpursuanttothisChapter,not-withstandingChaptersⅣthroughⅥ:Provided,

Thatthesameshallnotapplytoanentrepreneurfallingundereachofthefollowing

subparagraphs:<AmendedbyActNo.9915,Jan.1,2010>

1.Anentrepreneurwhohasotherbusinessplacenotsubjecttotheapplicationofthe

simplifiedtaxation;

2.Anentrepreneurwhoi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inconsi-derationofbusiness

type,businesssize,district,etc.

(2)Withrespecttoanyindividualentrepreneurstartinganewbusinessduringtheimmediately

precedingyearortheimmediatelyprecedingtax-ableperiod,paragraph(1)shallapply

onthebasisofanamountcom-putedbyconvertingthetotalamountoftheproceeds

fromsupplyfromthecommencementdateofthebusinesstotheenddateofthetaxable

periodintoanaggregatefor12months.Insuchcases,anyfractionofonemonthshall

beconsideredasonemonth.<AmendedbyActNo.9915,Jan.1,2010>

(3)Whentheaggregateofhis/herproceedsfromsupplyinacalendaryeartowhich

thedatewhenanindividualentrepreneurstartedhis/herbusinessbelongsisexpectedto

beshortoftheamountunderparagraphs(1)and(2),theindividualentrepreneurwhostarts

anewbusinessshallreportitto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

businessplac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alongwiththeregistrationunder

Article5(1)or(2).<AmendedbyActNo.9915,Jan.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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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 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

로 한다.다만,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0.1.1부칙>

⑤ 제5조제1항 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

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 가의 합계액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 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

로 한다.다만,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10.1.1부칙>

⑥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는 경정한 공 가가 제1항에 따른 액 이

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

과세자로 본다.<개정 2010.1.1부칙>

제26조 【과세표 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하여는 그 공 가를 과세표 으로 한다.<개정 2010.1.1부칙>

② 간이과세자에 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액을 납부세액으로 한

다.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 (겸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개정 2010.1.1부칙>

납부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공 가 ×직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

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 에서 통령령으

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100분의 10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에 따른 세 계산서 는 제32조의2제

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 표등(이하 이 조에서 "세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 받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 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 표등 수령명세서를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액을 각 과세기간에 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부칙>

1.해당 과세기간에 발 받은 세 계산서등에 힌 매입세액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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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nyindividualentrepreneurwhohasfiledataxreturnunderpara-graph(3)shall

beequivalenttoasimplifiedtaxablepersonforthefirsttaxationperiod:Provided,That

thesameshallnotapplytothecaseofanyentrepreneursfallingundertheprovisoto

paragraph(1).<AmendedbyActNo.9915,Jan.1,2010>

(5)WhereanyindividualentrepreneurwhofailstoregisterunderArticle5(1)or(2),

andtheaggregateofhis/herproceedsfromsupplyinacalendaryearwheretotheday

ofcommencingabusinessbelongsfallsshortoftheamountprescribedinparagraphs

(1)and(2),he/sheshallbeequivalenttoasimplifiedtaxablepersonforthefirsttaxation

period:Provided,Thatthesameshallnotapplytoanyentrepreneurwhofallsunderthe

provisotoparagraph(1).<AmendedbyActNo.9915,Jan.1,2010>

(6)Anyindividualentrepreneurwhoseproceedsfromsupply,whicharedecidedorrectified

underArticle28(1),exceedtheamountprescribedinparagraph(1)shallbedeemed

asimplifiedtaxablepersonuntilthetaxationperiodwheretothedayofsuchdecision

orsuchrectificationbelongs.<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26(TaxBaseandTaxAmount)

(1)Withrespecttoanysimplifiedtaxableperson,his/herproceedsfrom supplyshall

beequivalenttoataxbase.<AmendedbyActNo.9915,Jan.1,2010>

(2)Withrespecttoanysimplifiedtaxableperson,anamountcalculatedbythefollowing

calculationformulashallbeequivalenttoapayabletaxamount.Insuchcases,where

suchsimplifiedtaxablepersonrunsconcurrentlytwoormoretypesofbusinesses,the

aggregateofamountscalculatedbyeachbusinesstypeshallbeapayabletaxamount:

<AmendedbyActNo.9915,Jan.1,2010>

Payabletaxamount=Proceedsfromsupplyintherelevanttaxationperiod×Value-added

ratiooftherelevantbusinesstyp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withinthescope

from10/100to50/100inconsiderationoftheaveragevalue-addedratio,etc.bybusiness

typewhosetaxreturnhasbeenfiledforimmediatelyprecedingthreeyears×10/100.

(3)WhereanysimplifiedtaxablepersonisissuedwithtaxinvoicesunderArticle16,credit

cardsalesslipsunderArticle32-2(3),etc.(hereafterreferredtoas“taxinvoices,etc.”

inthisArticle)byotherentrepreneurs,andfilesthelistofthetotaltaxinvoicesbyseller

prescribedinArticle20(1)orthestatementshowingthereceiptofcreditcardsalesslips,

etc.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with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

overhis/herbusinessplac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theamountcalculated

accordingtothefollowingsubparagraphsshallbedeductedfromthepayabletaxamount

foreachtaxableperiod:Pro-vided,Thatthisshallnotapplytotheinputtaxamountunder

thesubparagraphsofArticle17(2):<AmendedbyActNo.9915,Jan.1,2010>

1.Anamountcalculatedbymultiplyinganinputtaxamountenteredinthetaxinvoices,

etc.receivedduringtherelevanttaxationperiodbythevalue-addedratiooftherelevant

businesstypeunderparagra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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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이과세자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

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 매입

세액에 같은 항에 따른 그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용하여 산출한 액

3.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 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액

④ 삭제 <1994.12.22부칙>

⑤ 간이과세자에 한 과세표 의 계산은 제13조를 용한다.<개정 2010.1.1부칙>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제26조의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과하는 부

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1부칙>

⑦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

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 가가 제25조제1항에 따

른 액 이상인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

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를 용하여 계산한 액으로 한다.이 경우

공 가액은 공 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액으로 하고,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 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

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부칙>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재고품 감가

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한

다)에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액을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 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 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는 임산물(이하 이 조에서 "면세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는 창출한 용

역의 공 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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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hereanysimplifiedtaxablepersonrunsconcurrentlyanotherbusinesstypethat

differsinthevalue-addedratiofromtherelevantbusinesstypeunderparagraph(2),

theamountcalculatedbyrespectivelyapplyingthevalue-addedratiooftherelevant

businesstypeunderthesameparagraphtoaninputtaxamountcalculatedpro-

portionallydivided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3.Whereanysimplifiedtaxablepersonrunsconcurrentlyataxablebusinessanda

tax-freebusiness,theamountcalculated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4)Deleted.<byActNo.4808,Dec.22,1994>

(5)Article13shallapplymutatismutandistothecalculationofataxbaseforanysimplified

taxableperson.<AmendedbyActNo.9915,Jan.1,2010>

(6)Incasesofasimplifiedtaxableperson,ifthetotalamountoftheamountprovided

forinparagraph(3)andArticles26-3and32-2(1)isinexcessofthepayabletaxamount

foreachtaxationperiod,therelevantexcessportionshallbedeemedtobenull.<Amended

byActNo.9915,Jan.1,2010>

(7)Whereanysimplifiedtaxableperson’sproceedsfromsupplyforacalendaryear,

whichweredeterminedorrectifiedunderArticle28(1)orforwhichamodifiedtaxreturn

hasbeenfiledinaccordancewithArticle45oftheFrameworkActonNationalTaxes,

exceedtheamountunderArticle25(1),thetaxamounttobepaidforataxationperiod

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shallbetheamountcalculatedbyapplyingmutatis

mutandisofArticle17,notwithstandingArticle25(6).Insuchcases,thevalueofsupply

shallbetheamountobtainedbymultiplyingtheproceedsfromsupplyby100/110,and

inthecalculationofaninputtaxamount,thoseresultedafterbalancingthetaxamount

deductedunderparagraph(3)onthereceivedportionofthetaxinvoices,etc.,shallbe

applied.<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26-2(AdditionofInventoryInputTaxAmount)

Whereageneraltaxablepersonisconvertedtoasimplifiedtaxableperson,theamount

calculated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withrespecttotheinventoryanddepreciable

assets(limitedtothecaseofdeductionsunderArticle17(1)through(3))atthetime

oftherelevantconversionshallbeaddedtothepayabletaxamountunderArticle26

(2).[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26-3(DeductionofDeemedInputTax)

(1)Whereanytaxisimposedonthesupplyofgoodsmanufacturedorproc-essed,orof

servicescreated,byanysimplifiedtaxablepersonrunningthebusinesstypeas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throughmakinguse,asrawmaterials,oftheagricultural,livestock,

fisheryorforestproductssuppliedwithanexemptionfromthevalue-addedtax(hereafter

inthisArticlereferredtoasthe“tax-freeagriculturalproducts,etc.”),theamountcomputed

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maybedeductedfromapayabletax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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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제2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용한다.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 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 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따른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결정·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한 과세표 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용하여 결정 는

경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부칙>

② 삭제 <1998.12.28부칙>

③ 간이과세자에 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제1항 제7항을 용한다.다

만,제22조제1항 각 호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2010.1.1부칙>

④ 제16조에 따른 세 계산서 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 표

등을 발 받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

항에 따른 해당 결정 는 경정 기 의 확인을 거쳐 제26조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 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 세액에서 뺀다.<개정 2010.1.1부칙>

⑤ 간이과세자에 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제23조를 용한다.<개정 2010.1.1부칙>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한 공 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

를 면제한다.다만,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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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aragraph(1)shallbeappliedonlytowhereanysimplifiedtaxablepersonsubmits,

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adocumentattest-ingthefactthathe/shehasreceived

thesupplyoftax-freeagriculturalproducts,etc.to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

overhis/herbusinessplacealongwithataxreturnunderArticle27.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Article27(TaxReturnandPayment)

(1)Asimplifiedtaxablepersonshallfileataxreturnwiththeheadofthetaxoffice

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onthetaxbaseandthepayabletaxamount

foreachtaxableperiod,andpayit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within25days

afterthecloseofrelevanttaxableperiod.

(2)Asimplifiedtaxablepersonshallsubmitalistofthetotaltaxinvoicesbycustomer

providedforinArticle20(1)whenhe/shefilesafinalreturnreferredtoinparagraph

(5)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9915, Jan. 1, 2010]

Article28(Decision,RectificationandCollection)

(1)Thetaxbaseandpayabletaxamountforanysimplifiedtaxablepersonmaybedecided

orrectifiedbyapplyingmutatismutandisofArticle21.<AmendedbyActNo.9915,

Jan.1,2010>

(2)Deleted.<byActNo.5585,Dec.28,1998>

(3)Withrespecttotheimpositionofadditionaltaxagainstanysimplifiedtaxableperson,

Article22(1)and(7)shallapplymutatismutandis:Provided,That“1/100”referredto

insubparagraphsofArticle22(1)shallbe“5/1,000”.<AmendedbyActNo.9915,Jan.

1,2010>

(4)WhereasimplifiedtaxablepersonwhohasbeenissuedataxinvoiceunderArticle16

oracreditcardsalesslip,etc.underArticle32-2(3)failstoreceivedeductionprescribed

inArticle26(3),andwherehe/shereceivesdeductionasaninputtaxamountunderArticle

26(7)uponconfirmationoftherelevantdecidingorrectifyingagencyunderArticle21(1),

anamountequivalentto1/100ofthevalueofsupplyshallbeaddedtothepayabletaxamount

ordeductedfromtherefundabletaxamount.<AmendedbyActNo.9915,Jan.1,2010>

(5)Withrespecttothecollectionofvalue-addedtaxfromsimplifiedtax-ablepersons,

Article23shallapplymutatismutandis.<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29(ExemptionofTaxPaymentObligation)

(1)Wheretheproceedsfromsupplyofasimplifiedtaxablepersonforthecorrespondingtaxation

periodfallshortof12millionwon,anobligationtopaythetaxamountunderArticle26

(2)shallbeexempted,notwithstandingArticle27:Provided,Thatthesameshallnotapply

toanytaxamountthathastobeaddedtothepayabletaxamountunderArticle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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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제7항을

용하지 아니한다.다만,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는 제22조제1항제1호를 용하되,제22조제1항제1호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액"은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액과 5만원 큰 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 가의 합계

액을 6개월로 환산한 액을 기 으로 하고,휴업자·폐업자 과세기간

과세유형을 환한 간이과세자에 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과세유형 환일까지의 공 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액을 기 으로 한다.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액을 환 하여야 한다.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한 규정을 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용받을 수 있다.이

경우 그 용을 받으려는 달의 달 마지막 날까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한 규정을 용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 ～ 제36조)

제31조 【장부에의 기록】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는 환 세액과 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

야 한다.<개정 2010.1.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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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rticle22(1)and(7)shallnotapplytowheretheobligationfortaxpaymentisexempted

pursuanttoparagraph(1):Provided,ThatArticle22(1)1shallapplymutatismutandis

towherebusinesslicenseisnotissuedwithinthedeadlineprescribedunderArticle5(1)

(excludingwherenofixedplaceofbusines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exists),

and“anamountequivalentto1/100”inArticle22(1)1shallbedeemed“theamountbigger,

fromamongtheamountequivalentto5/1000or50,000won”).

(3)Astoanysimplifiedtaxablepersonstartinganewbusinessduringtherelevanttaxation

period,paragraph(1)shallbeappliedbasedontheamountcomputedbyconvertingthe

aggregateofproceedsfromsupplyduringthetaxationperiodfromthecommencementdate

ofbusinesstotheenddateofthetaxationperiodintoanaggregateforsixmonths,while

thesameprovisionsshall,astoanypersonwhotemporarilysuspendsorpermanentlycloses

downhis/herbusinessoranysimplifiedtaxablepersonwhochangestaxabletypeduring

therelevanttaxationperiod,beappliedbasedontheamountcomputedbyconvertingthe

aggregateoftheproceedsfromsupplyduringtheperiodbeginningonthefirstdayof

thetaxationperiodtothedayonwhichthebusinesswastemporarilysuspendedorpermanently

closeddown,orthetaxabletypewaschangedintoanaggregateforsixmonths.Insuch

cases,ifthereisanyfractionoflessthanonemonth,itshallbedeemedonemonth.

(4)Ifitisconfirmedthatanyentrepreneurwhoisexemptedfromtheobligationfortaxpayment

underparagraph(1)hasvoluntarilypaidtherelevanttax,theheadofthecompetenttaxoffice

shallrefundsuchtax.[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30(WaiverofSimplifiedTaxation)

(1)Whereanysimplifiedtaxablepersonintendstomakehimself/herselfsubjecttotheapplica-

tionoftheprovisionsforageneraltaxableperson,he/shemaybesubjecttotheapplication

ofChaptersⅣ throughⅥ,notwithstandingArticle25(1).Insuchcases,he/sheshall

fileareportthereonwith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

plac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notlaterthanthelastdayofthemonthpreceding

themonthinwhichhe/sheintendstobesubjecttosuchapplication.

(2)Anyindividualentrepreneurwhohasfiledareportpursuanttoparagraph(1)shall

keephimself/herselfsubjecttotheapplicationoftheprovisionsconcerningageneraltaxable

personfromthefirstdayofthemonthwhereinhe/sheintendstomakehimself/herself

subjecttosuchapplicationtoataxationperiodwheretothedaywhenthethirdyearbelongs.

[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CHAPTERⅧ SUPPLEMENTARYPROVISIONS

Article31(Bookkeeping)

(1)Anentrepreneurshallrecordallfactsoftransactionsrelatedtohis/herpayableor

refundabletaxamountinhis/heraccountingbooks,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andkeepthemattheplaceofbusiness.<AmendedbyActNo.9915,Jan.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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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는 용역의 공 과 함께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는 용역을 공 하거나 제17조제3항을 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 과 면세되는 공 면세농산물등을 공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1.1부칙>

③ 사업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제32조에 따

라 발 하거나 발 받은 세 계산서 는 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제16조제2항 는 제4항에 따라 자세 계산서를 발 한 사업자가 국세

청장에게 세 계산서 발 명세를 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부칙>

제32조 【 수증】

① 제16조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경우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증

을 발 한다.<개정 2010.1.1부칙>

②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부칙>

③ 수증의 기재사항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부칙>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는 용역을 공 하고 제16조제1항·제2항 는 제4항에 따른 세 계

산서의 발 시기에 「여신 문 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 표,「조

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수증 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 표등"이

라 한다)을 발 하거나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결제 수단에 의하여

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다만,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이 경우 공제받는 액이 그 액을 차감하기

의 납부할 세액[이 법,「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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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ntheeventthatanentrepreneursuppliesconcurrentlyanygoodsorservicesexempted

fromthevalue-addedtaxeswiththesupplyofgoodsorservicesonwhichthevalue-added

taxesarelevied,orhe/sheissubjecttoArticle17(3),he/sheshallenterseparatelyintheaccounting

booksthetaxablesupply,tax-exemptedsupply,andthefactthathe/shehastax-exempt

agriculturalproducts,etc.supplied.<AmendedbyActNo.9915,Jan.1,2010>

(3)Anentrepreneurshallpreservetheaccountingbookskeptasprescribedinparagraphs

(1)and(2)andtaxinvoicesorreceiptsthathe/shehasdeliveredorbeendeliveredas

prescribedinArticles16and32forfiveyearsfromthedateoffilingafinaltaxreturn

forthetaxableperiodtowhichthefactoftransactionbelongs:Provided,Thattheentrepreneur

whoissuesanelectronictaxinvoiceunderArticle16(2)or(4)hastransmittedalist

ofissuanceoftaxinvoicestotheCommissioneroftheNationalTaxService,thesame

shallnotapply.<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32(Receipt)

(1)Whereanentrepreneur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suppliesgoodsorservices,

he/sheshallissuereceipts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notwithstandingArticle

16(1)and(2).<AmendedbyActNo.9915,Jan.1,2010>

(2)Inthecas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paragraph(1)shallnotbeapplicable.

<AmendedbyActNo.9915,Jan.1,2010>

(3)Necessarymattersfortheentryarticles,preparation,etc.ofthereceiptshallbe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AmendedbyActNo.9915,Jan.1,2010>

[ThisArticleNewlyInsertedbyActNo.4808,Dec.22,1994]

Article32-2(DeductionofTaxAmount,etc.SubsequenttoUseofCreditCard,etc.)

(1)Whereanentrepreneur(excludingcorporation)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suppliesgoodsorservicesonwhichvalue-addedtaxesarelevied,andissuescreditcard

salesslipsundertheSpecializedCreditFinancialBusinessAct,cashreceiptsunderArticle

126-3oftheRestrictionofSpecialTaxationActorotheronessimilartheretoprescribed

byPresidentialDecree(hereafterinthisArticlereferredto“creditcardsalesslip,etc.”)

atthetimeofissuanceoftaxinvoicesprescribedinArticle16(1),(2)or(4),orwhere

he/shereceivespaymentbyanelectronicmethodofsettlement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anamountfalling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fivemillionwon

ayearshallbethelimit:Provided,ThatuntilDecember31,2010,sevenmillionwon

ayearshallbethelimit)shallbedeductedfromthepayabletaxamount.Insuchcases,

whenthedeductedamountisinexcessofthepayabletaxamountpriortothededuction

oftherelevant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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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

며,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과하는 경

우에는 그 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1부칙>

1.그 발 액 는 결제 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액

2.음식 업 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 액 는 결제

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 표등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증으로 본

다.<개정 2010.1.1부칙>

③ 사업자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는 용역을 공

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 표등을 발 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

은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

다.<개정 2010.1.1부칙>

1.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 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신용카드매출 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용하여 보 할 것.이 경우 「소

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

으로 증명 자료를 보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 표등을 보 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는 용역을 공 하는

사업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하여 납세 리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여신 문 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 가입

상자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수증가맹 가

입 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 는 수증가맹 으로 가입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0.1.1부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 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 ,신용카드가맹 가입 상자 는 수증가맹 가

입 상자의 지정에 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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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stothetaxamountthatisobtainedbythedeductionfromoradditiontothetax

amount(excludingtheadditionaltaxprovidedforinArticle22ofthisActandArticles

47-2through47-5oftheFrameworkActonNationalTaxes)thatshallbedeductedor

addedunderthisAct,theFrameworkActonNationalTaxes,andtheRestrictionofSpecial

TaxationAct,andwhenthecalculatedtaxamountisanegativenumber,suchtaxamount

shallbedeemed“zero”),theportionofsuchexcessshallbedeemednull:<Amended

byActNo.9915,Jan.1,2010>

1.Amountequivalentto1/100(13/1000untilDecember31,2010)oftheissueamount

orsettlementamount;

2.Amountequivalentto2/100(26/1000untilDecember31,2010)oftheissueamount

orsettlementamountinthecasesofasimplifiedtaxablepersonoperatingrestaurant

businessorlodgingbusiness.

(2)Acreditcardsalesslip,etc.providedforinparagraph(1)shallbeconsideredasthe

receiptsprescribedinArticle32(1).<AmendedbyActNo.9915,Jan.1,2010>

(3)Whereanentrepreneurhasanygoodsorservicessuppliedbyageneraltaxableperson

specifiedbyPresidentialDecreeandreceivesacreditcardsalesslip,etc.inwhichthe

value-addedtaxamountisidentifiableseparately,suchvalue-addedtaxamountshall

bedeemedinputtaxamounttobedeductibleunderArticles17(1)and26(3),ifthe

entrepreneurfullysatisfiesthefollowingrequirements:<AmendedbyActNo.9915,

Jan.1,2010>

1.Thestatementonthereceiptssuchascreditcardsalesslipsas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shallbesubmitted;

2.Thecreditcardsalesslips,etc.shallbepreservedbyapplyingmu-tatismutandis

ofArticle31(3).Insuchcases,itshallbedeemedthattheevidencematerialshave

beendulypreserved,ifthosematerialshavebeenpreservedinaccordancewiththe

methodprovidedforinArticle160-2(4)oftheIncomeTaxActorArticle116(4)

oftheCorporateTaxAct.

(4)TheCommissioneroftheNationalTaxServicemay,ifdeemednecessaryforthe

managementoftaxpayment,designateanyentrepreneurwhomainlysuppliesconsumers

whoarenotentrepreneurswithgoodsorservicesandwhois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asapersoneligibleforjoiningacreditcardmerchantsundertheSpecializedCredit

FinancialBusinessActoracashreceiptmerchantsunderArticle126-3oftheRestriction

ofSpecialTaxationActandurgehim/hertorunsuchfranchise.<AmendedbyActNo.

9915,Jan.1,2010>

(5)Exceptforparagraphs(1)through(4),thescopeoftaxdeductiononthebasisof

creditcardsalesslips,designationofpersonseligibleforjoiningcreditcardfranchises

orpersonseligibleforjoiningcashreceiptfranchisesandothernecessarymattersshall

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AmendedbyActNo.9915,Jan.1,2010>

[ThisArticleNewlyInsertedbyActNo.4663,Dec.31,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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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등록기】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등록기를 설치하여 공 가를 은

계산서를 발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 하고 해당 감사(감사)테이 를 보

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증을 발 하고 제31조에 따른 장부

에의 기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기를 설치한 자에게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을 기 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등록기의 설치·운 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한 당첨 지 】

① 국세청장은 재화 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

받고 「여신 문 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 표 는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매출 표등"이라 한다)을

발 받은 자에게는 그 발 받은 매출 표등에 한 추첨을 통하여 당첨

을 지 할 수 있다.다만,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표등은 제외한다.

② 「여신 문 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는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추첨에 필요한 매출 표등의 거래정보

자료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추첨 련 기 에 제공하여 추첨

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첨 을 받을 권리는 그 지 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당첨 은 국고

에 귀속(귀속)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출 표등의 추첨 당첨 의 지 에는 「사행행 등

규제 처벌 특례법」을 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용할 때 추첨 방법,당첨 액에 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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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32-3(CashRegister)

(1)Anentrepreneur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shallinstallacashregisterand

mayissueinvoicesinwhichtheproceedsfromsupplyarerecorded.

(2)Whereanentrepreneurhasissuedinvoicesandkepttherespectiveaudittapesunder

paragraph(1),he/sheshallbeconsideredtohaveissuedreceiptsunderArticle32(1)

andtohavefulfilledtheobligationsforbookkeepingunderArticle31.

(3)Value-addedtaxesmaybeimposedonapersonwhohasinstalledacashregister

underparagraph(1),onthebasisofcashreceipts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4)Necessarymatterspertainingtotheinstallationandoperationofcashregistersshall

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32-4(PaymentofPrizeMoneyforUsersofCreditCard,etc.)

(1)TheCommissioneroftheNationalTaxServicemaypayprizemoneytoanyperson

whohasreceivedcreditcardsalesslipsundertheSpecializedCreditFinancialBusiness

Actorthosesimilartosuchslipswhichar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hereinafter

referredtoasthe“salesslips,etc.”inthisArticle)alongwiththesupplyofgoodsorservices

(in-cludingthosewhichareexemptedfromthevalue-addedtaxes),throughalottery

forsuchsalesslips,etc.received:Provided,Thatsalesslips,etc.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shallbeexcluded.

(2)AnypersonwhorunsthecreditcardbusinessundertheSpecializedCreditFinancial

BusinessActshall,notwithstandingArticle4oftheActonRealNameFinancialTransactions

andConfidentialityandArticle33oftheUseandProtectionofCreditInformationAct,

furnishinformationanddatapertainingtothetransactionsofthesalesslips,etc.necessary

forthelotteryunderparagraph(1)totheCommissioneroftheNationalTaxServiceas

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3)TheCommissioneroftheNationalTaxServicemay,uponreceivingsuchinformation

anddataunderparagraph(2),provideanylottery-relatedinstitutionwiththedataso

astomakethemavailableforalottery.

(4)Theextinctiveprescriptionagainstarightfortheprizemoneyunderparagraph(1)shall

becompletedunlessitisexercisedforthreemonthsfromthedateofpayment,andwhere

suchprescriptioniscompleted,therelevantprizemoneyshallreverttotheNationalTreasury.

(5)TheActonSpecialCasesconcerningRegulationandPunishmentofSpeculativeActs,

etc.shallnotapplytothelotteryofthesalesslips,etc.andthepaymentofprizemoney

underparagraph(1).

(6)Inapplyingparagraph(1),themethodofdrawinglots,theamountofprizemoney

andothernecessarymatters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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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 자세 계산서 발 · 송에 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자세 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 (세

계산서 발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

는 자세 계산서 발 건수에 따라 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이 경우 공제한도

는 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세 계산서 발 세액공제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6【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한 특례】

① 제14조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

한 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납부,경정 환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친 액을 신고,납부,경정

환 한다.

제33조 【납세 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에 한 신고,납부,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 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한 신고,납부,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 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 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한 경우

에도 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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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32-5(SpecialCasesofTaxDeductionConcerningIssuanceandTransmissionofElectronicTaxInvoice)

(1)WhereanentrepreneurissueselectronictaxinvoicesunderArticle16untilDecember

31,2011(limitedtowherehe/shehastransmittedalistofissuanceoftaxinvoicesto

theCommissioneroftheNationalTaxService),anamountprescribedbyPresidential

Decreeaccordingtothenumberofissuancesofelectronictaxinvoicesmaybededucted

fromthepayabletaxamountofvalue-addedtaxofthetaxableperiodconcerned.Insuch

cases,thelimitofdeductionshallbe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

(2)Theentrepreneurwhointendstohavetaxdeductionunderpara- graph(1)shall

submitareturnoftaxdeductionforissuanceofelectronictaxinvoicesprescribedby

OrdinanceoftheMinistryofStrategyandFi-nancewhenhe/shefilesareturnunder

Articles18and19.[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32-6(SpecialCasesofTaxAmount,etc.ofValue-AddedTaxes)

(1)NotwithstandingArticles14and26,thepayabletaxamountshallbesubtractedby

thetaxamountreducedandexemptedandthetaxamountdeductedofthevalue-added

taxasprescribedbythisActandotherActsand95/100ofthetaxamountaddedby

theadditionaltaxshallbedeemedthevalue-addedtax.

(2)Wherethevalue-addedtaxandthelocalconsumptiontaxundertheLocalTaxAct

arereturned,paid,rectified,andrefunded,theamountcalculatedbycombiningthevalue-added

taxandthelocalconsumptiontaxshallbereturned,paid,rectified,andrefunded.

[ThisArticleNewlyInsertedbyActNo.9915,Jan.1,2010]

Article33(TaxManager)

(1)Whereanindividualentrepreneurfallsunderanyofthefollowingsubparagraphs,

ataxmanagertotakecareoffilingreturns,payment,refunds,andanyothernecessary

mattersinconnectionwithvalue-addedtaxesshallbedesignated:

1.Wheretheentrepreneurdoesnotnormallyresideinthebusiness place;

2.Wheretheentrepreneurintendstostayabroadforsixmonthsorlonger.

(2)Inanycaseotherthanthatasprovidedforinparagraph(1),anentrepreneurmaydesignate

astaxmanageranyperson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tohavehim/hermanage

othernecessarymatters,suchasreturns,payment,refunds,etc.onthevalue-addedtaxes.

(3)Anentrepreneurshall,upondesignatingataxmanagerunderparagraphs(1)and(2),

reportthereonto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

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Thisshallalsoapplywhentheentrepreneurchanges

thetaxmanager.[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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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 받는 자(공 받

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가를 지 하

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을 용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는 주소지 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20조 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는 외국법인

2.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

장 는 주소지 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는 주소지 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에 따라 징수한다.

제35조 【질문·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한 업무를

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납세의무자가 가

입한 동업조합(동업조합) 는 이에 하는 단체에 하여 부가가치세와

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장 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 (납세보 ) 는 조사를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서류 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

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휴 하여 이를

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2010.1.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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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34(PaymentbyProxy)

(1)Anypersonwhoreceivesthesupplyofservicesfromapersonfallingunderanyof

thefollowingsubparagraphs(excludingwheretheservicesofferedaredeliveredtoa

taxablebusiness)shallcollectthevalue-addedtaxesatthetimeofpaymentforsuchservices,

andpaythemto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or

thelocalityofhis/herresidence,a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byapplyingmutatis

mutandisofArticles18(4)and19(2):

1.Anonresidentoraforeigncorporationthatdoesnothaveanydomesticplaceofbusiness

underArticle120oftheIncomeTaxActorArticle94oftheCorporateTaxAct(hereafter

inthisArticlereferredtoasthe“domesticplaceofbusiness”);

2.Anonresidentoraforeigncorporationthathasthedomesticplaceofbusiness(limited

towhatisprescribedbyPresidentialDecree,inacaseofprovidingtheserviceswith

norelationswiththedomesticplaceofbusinessofthenonresidentorforeigncorporation).

(2)Whereapersonwhoreceivedthesupplyofservicesasprovidedforinparagraph

(1)hasnotpaidthevalue-addedtaxestotheheadof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

overthebusinessplaceorlocalityofresidenceunderthesaidparagraph,theheadof

the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orlocalityofresidenceshall

collecttheunpaidtaxamountplusanamountequivalentto10/100ofthesaidtaxamount,

inthesamemannerasthenationaltaxesarecollected.

[ThisArticleWhollyAmendedbyActNo.9915,Jan.1,2010]

Article35(InquiryandInvestigation)

(1)Publicofficialsengagedintheworkofvalue-addedtaxesmay,ifitisnecessaryfor

theadministrativeworkonvalue-addedtaxes,makeaninquiryonmattersrelatedto

value-addedtaxestothetaxpaymentobligors,personsconductingtransactionswiththem,

tradeassociationsparticipatedinbythetaxpaymentobligors,oranyothersimilar

organizations,orinvestigatetheaccountingbooks,documents,andotherarticles.

(2)Theheadoftaxofficehavingjurisdictionoverthebusinessplacemay,forthetax

perpetuationforvalue-addedtaxesorforinvestigation,orderthetaxpaymentobligorsto

submittheaccountingbooks,documents,andanyotherarticles,andrequestothernecessary

matters.

(3)Whenpublicofficialsengagedintheworkofvalue-addedtaxesmakeaninquiryor

investigationunderparagraph(1),theyshallcarryaninvestigator’slicenseindicatingtheir

authorityanddisplayittointerested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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