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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2.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중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확대된 점, 납세자에게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 및 자료 

제출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신설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 년 11 월 30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법 등 총 16 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 월 22 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으며, 

수출입 기업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유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 월, 관세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세액을 수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ㆍ경미한 과실ㆍ기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을 허용하는 현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고자,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관세법 상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나 과세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수입자의 단순 착오ㆍ경미한 

과실ㆍ기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이 허용되도록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세 조사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규정 현행 유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 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유인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11 월 30 일(월요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는 1 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는 특정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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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 

유지됩니다.  

 

또한 수입물품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거나, 무신고∙과소신고 

시 무관세 물품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신설조항도 모두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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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관세법인 뉴스레터는 PwC 관세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PwC 관세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PwC 관세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1YK9ypbD7xNkWPH7lc0oH5JOsng-EY6UslpBTrB-9hdxOpg/view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