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호)

포르투갈 – 2021년도 예산 법안 초안 의회 제출
■

포르투갈 정부는 2020년 10월 12일, 2021년도 예산 법안 초안을 의회
에 제출함1)

■

본 법안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 기준 확장, 세금 감면과 관련
한 제도 변경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 고정사업장 기준을 회계연도가 시작 및 종료되는 12개월 중 총 183
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수행된 서비스 활동뿐만 아니라 사용기간
이 90일을 초과하는 자원 탐사 및 채취에 이용되는 설비･플랫폼･선
박까지 확대함
○ 초소형 및 중소기업의 자격을 갖춘 법인의 경우 해외 박람회 및 전
시회 참가, 전문 컨설팅 서비스 이용, 국제화 촉진과 관련하여
2021~2022년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110%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 R&D 투자 관련 세금공제제도(SIFIDE II)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 자본, 혹은 주식과 관련한 공공 및 민간 펀드에 투자한 금액
- 투자는 법령 195/2018에 따라 기술부문 종사 기업 요건을 충족하
는 기업에 이루어져야 함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내륙지역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20%를 공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 내에 관련 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함
○ 법령 150/2004에서 제공하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지역에 법적 소
1) Bloomberg Tax, "Portugal Parliament Considers Bill on 2021 State Budget", 12 October, 2020,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portugal-parliament-considers-bill-on-2021-stat
e-budget, 검색일자: 2020. 10. 19.
2) News IBFD, “Portugal - Corporate Tax Measures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Updates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15 Octo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5_pt_2, (accessed 19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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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가 위치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유효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법인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특별조세제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함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금융시장에서 위안화로 발행된 국채
의 이자에 대한 포르투갈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기업의 법
인세 면제를 연장함3), 4)

■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면세 내용이 규정됨5)
○ 부동산을 과세 대상자의 개인 용도에서 사업 및 전문 용역 목적으로
이전한 뒤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개인 용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
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에만 과세됨
- 재이전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 및 전문
용역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함
- 포르투갈의 자영업자 혹은 개인사업자는 과세 근거로 ‘조직화된 회
계(organized accounting)’와 ‘단순 회계(simplified accounting)’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6) 재이전 시 재이전을 실행한 연도와 이
후 3년간은 ‘조직화된 회계’에 근거할 경우 부동산이 사업 및 전문
용역 목적으로 사용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세금공제 비용을, ‘단순
회계’에 근거할 경우 용도 이전일자 재산세 가치의 1.5%를 과세
대상자의 소득에 가산함
○ 개인소득세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
- 체육 교육 또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클럽 및 피트니스 활동 등과

3) Proposta de Lei n.º 61/XIV Artigo 260.º (1)
4) O Journal Economico, “OE2019: Interest on panda bonds will be exempt from paying IRS” (15 October, 2018),
https://jornaleconomico.sapo.pt/en/news/oe2019-panda-bond-interest-will-be-exempt-from-paying-irs-366336,
검색일자: 2020. 11. 3.
5) News IBFD, “Portugal - Personal Income Tax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No Longer Taxes
Business-Related Immovable Property When Allocated to Individuals”, 15 Octo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5_pt_3,(accessed 19 Oct. 2020)
6) Lisbob, “How to choose between simplified and organized accounting as freelancer in Portugal”,
https://www.lisbob.net/en/blog/how-to-choose-between-simplified-organized-accounting-freelancer-portugal,
검색일자: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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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비용의 15%에 대해 가구당 최대 250유로7)까지 소득공제
를 적용함
- VAT-Voucher 혜택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를 허용하지 않음
- 일반 기부의 경우 현금 혹은 현물로 기부한 금액의 30%를 소득공
제받을 수 있으며, World Youth Day Foundation에 기부할 경우
140%의 공제율이 적용됨
- 과세연도 내에 5만유로8) 이상의 기부내역이 있으나 기부금 공제액
이 과세 대상자의 적용 가능한 최대 공제 한도(과세 대상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각 과세
연도 납부 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함
○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국 금융시장에서 위안
화로 발행된 국채의 이자에 대한 비거주자의 개인소득세 면세를 연장함

■

세금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조치들이 포함됨

9)

○ 코로나19 예방 및 퇴치에 사용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적
용한 감면세율 및 세금 면제 혜택을 확대함
- 호흡기, 보호용 마스크, 피부소독용 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였던 6%의 감면세율을 상시 적용함
- 지정된 기관에 공급되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장비
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 기관을 과학기관 및 고등교육기관까지 확대함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식당, 숙박, 문화 분야 소비의 촉진을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3개월간 지불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다음 3개월에
7)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만 3,400원임.
8) 2020. 10. 28.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668만원임.
9) News IBFD, “Portugal - VAT in the Budget for 2021: Government Continues to Apply the VAT Exemption and
Reduced 6% VAT Rate to Health-Related Goods”, 15 October,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10-15_pt_4, (accessed 19 O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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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VAT 바우처 서비스를 실시함
○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자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신규 규정 도입일이
2021년 7월 1일로 연기되며, 해당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포
르투갈 세무당국에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온라인으
로 관련 등록을 진행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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