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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합부가가치세의 주요 내용

□ 통합부가가치세(GST : Goods and Services Tax) 개요

○ 통합부가치세의 의의

- 그 동안 연방정부(소비세, 서비스세, 수입부가가치세)와 주 정부

(주내 거래시 VAT, 주간 거래시 VAT, 진입세, 사치세 등)에서
별도로 부과하고 있던 각종 간접세를 단일세제로 통합한 것

구 분 과거 간접세 체제 GST 체제

재화

수입

기본관세 기존세제유지
CVD(수입부가기치세 성격)

IGSTSAD(수입부가가치세 성격)
진입세

주내
소비세(재화의 생산에 과세) CGST,

SGST부가가치세(재화의 공급에 과세)

주간
소비세(재화의 생산에 과세)

IGST연방판매세(재화의주간공급에과세)
진입세

서비스
수입 서비스세 IGST
주내 서비스세 CGST, SGST
주간 서비스세 IGST

< 과거 간접세 체제와 GST 체제의 비교 >

○ 도입시 기대 효과

- 조세행정을 단순화하고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 정부 모두에게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제공

-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세금누적효과를 제거하여 상품 가격을

낮추고, 제조분야에대한투자유치를촉진하는등경제성장율을제고

- 주간 동일 제품에 대한 세율의 차이가 해소됨에 따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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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부가가치세의 기본 체계

○ GST의 종류

< GST의 종류(※적용세율을 20%로 가정) >

- 재화․용역의 수출․입 또는 주간 공급의 경우에는 Integrated

GST(I-GST)를 징수하고, 재화․용역의 주내 공급의 경우에는

Cenral-GST(C-GST)와 State-GST(S-GST)를 징수

* I-GST와 C-GST는 연방정부에 납부, S-GST는 주정부에 납부

○ GST하에서의 매입세액 공제 체계

매출세액

매입세액
C-GST S-GST I-GST

C-GST 공제가능(1순위) 공제 불가능 공제가능(2순위)

S-GST 공제 불가능 공제 가능(1순위) 공제가능(2순위)

I-GST 공제 가능(2순위) 공제 가능(3순위) 공제가능(1순위)

< GST 간 매입세액 공제와 순위 >

* C-GST와 S-GST간에만 매입세약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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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매입세액

서비스세
연방
소비세

부가
가치세

연방
판매세

서비스세 ○ ○ × ×

연방소비세 ○ ○ × ×

부가가치세 × × ○ ○

연방판매세 × × × ×

관세
추가관세(ACD) ○ ○ × ×

특별추가관세(SAD) × ○ △ △

< 과거 간접세하에서의 주요 세목간 상호공제 관계 >

* △의 의미 : 제도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음

○ GST하에서의 세율 구조

세 율*1 품 목

면세(Nil Rate)
신선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버터, 두부,
신선한 과일과 야채, 밀가루, 방, 소금 등

5%(Lower Rate)
크림, 분유, 냉동 야채, 커피, 차, 향신료,
피자 빵, 등유, 석탄, 의약품

12%(Standard Rate)
포장된 냉동 육류 제품, 소시지, 과일 쥬스,
치약, 그림책, 버터, 치즈, 휴대폰 등

18%(Standard Rate)
정제된 설탕, 파스타, 케이크, 보존된 야채,
잼, 철강 제품,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18%에 포함

28%(Higher Rate)*2
껌, 초콜릿, 코코아, 페인트, 헤어 샴퓨, 벽지,
온수기, 식기 세척기, 세탁기, 진공 청소기,
담배,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등

<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세율 분류 >

*1) 예로 18%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주내에 공급하는 경우 S-GST 9%,
C-GST 9%로나누어서징수하고주간에공급하는경우에는 I-GST 18% 징수

*2) 28%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중 일부(자동차, 담배)는 목적세(cess)가 가산되며,
그렇게 징수된목적세는GST 시행으로세금이줄어든주정부의재정보전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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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하에서의 행정사항

○ 납세 의무자의 범위

- 연매출 7,500,000루피(1,275십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 과세

사업자(Composition Scheme)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제조 1%, 식당 2.5%, 기타 0.5%)을 납부

- 연매출 2,000,000루피(34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통합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GST 신고(매달 신고) 일정과 방법

- 7월분 거래를 가정시, 7월분에 대해 8.10.까지 매출내역(서식 :

GST Return 1) 제출→ 8.15.까지 매입내역(서식 : GST Return 2) 제출

→ 8.20.까지 GST 납부세액 신고서(서식 : GST Return 3) 제출

- 제출․신고는 반드시 정부가 운영하는 GST Network(일명

GSTN)이라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 사용

* 최근 통합부가가치세(GST) 시행 후 첫 2달분(7월과 8월 거래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GST 관련 신고시기 등을 완화

① 7월분 거래 : 8.20.까지 GST 납부세액 신고서 제출 → 9.1.～9.5.까지

매출내역 제출 → 9.6.～9.10.까지 매입내역 제출

② 8월분거래 : 9.20.까지 GST 납부세액 신고서 제출 → 9.16.～9.20..까지

매출내역 제출 → 9.21.～9.25.까지 매입내역 제출

○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사업자등록 형태

- 주 내에서는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하거나 또는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이 가능

- 2개주 이상에 사업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별로 사업장을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