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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세금 환급신청에 대한 신규 규정 P1

조기세금환급에대한신규규정

재무부는 2018년 4월 12일에 조기 세금 환급과 관련한 신규 규정인 No.39/PMK.03/2018

(PMK-39)을 발표하였습니다. PMK-39는 조기 환급에 대한 다수의 규정을 간소화하였으며,

하기의 규정을 폐기하였습니다:

1. 부가세 조기 환급과 관련한 저위험 부가세 납세자(a low-risk VAT-able Enterpreneur)에 대한

재무부 규정 No.71/PMK.03/2010 (PMK-71);

2. 부가세 조기 환급에 대한 재무부 규정 No.72/PMK.03/2010의 5조, 6조 및 7조;

3. 보세구역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부가세 조기 환급을 금지하는 재무부 규정

No.255/PMK.04/2011의18A조;

4. 소득세 및 부가세의 조기 환급이 가능한 Golden Taxpayer에 관한 재무부 규정

No.74/PMK.03/2012 (PMK-74);

5. 낮은 환급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의 조기 환급을 규정한 재무부 규정

No.198/PMK.03/2013 (PMK-198).

적용가능한납세자

신규 규정인 PMK-39에 따른 조기 세금 환급이 가능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Golden Taxpayers

1. 세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TaxFlash No. 05/2018
PwC Page 2

2. 모든 유형의 세금에 대하여 미납세액이 없어야 함. 다만, 미납세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 또는 지연납부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

3. 과거 3개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의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4. 과거 5년간 조세범죄로 기소되지 아니한 경우.

B. 낮은금액의환급금액으로인한조기환급가능한납세자

1. 어떠한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이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Annual Income Tax Return,

AITR)상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개인이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상 소득세 환급금액이 IDR 100 million 이하인

경우(기존 규정상 IDR 10 million 이하);

3.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서상 환급금액이 IDR 1 billion 이하인 경우(기존 규정상 IDR 100 million이하);

4.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이 부가세 신고서상 환급금액이 IDR 1 billion 이하인 경우(기존 규정상 IDR 100

million이하).

C. 저위험부가세과세대상법인 (Low-risk VAT-able Entrepreneurs, Low-risk PKPs)

법인이 하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저위험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a) 수출활동;

b)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를 부가세 징수자(VAT Collector)에게 공급하는 경우;

c)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나,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저위험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은 반드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인 경우(기존에는 주식의 40%의 상장 요건이 있었음);

2. 법인의 대주주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인 경우;

3. 법인이 관세청의 최우선 파트너 지위가 있는 경우(Companies with a Priority Partner of Customs status);

4. 법인이 공인된 경제 운영자 지위자 있는 경우(Companies with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status);

5. 위의 1) – 4) 에서 언급한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법인 또는 생산법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며 직전 12개월의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수행한 경우;

6. 법인이 IDR 1 billion 이하의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또한, 법인은 조세범죄(tax crime) 및 조세수사(tax investigation)의 예비 증거로 인한 세무조사 과정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기존에는 24개월 이내), 과거 5년간 조세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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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한납세자의선정

납세자는 Golden Taxpayer 또는 Low-risk PKPs로 선정되기 위하여 관할 세무 관청을 통하여 ITO (Indonesian Tax

Office)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olden Taxpaer를 신청하는 법인은 반드시 1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ITO는 반드시 1달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Low-risk PKPs의 신청은 기한 제한없이 가능하며, ITO는 반드시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상기 사항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동 혜택이 종료됩니다.

낮은 금액의 환급금액을 제출하는 납세자는 적합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조기 세금 환급

신청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조기세금환급지위의취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승인받은 지위는 취소됩니다.

A. Golden Taxpayers

1. 연간 소득세 신고서의 지연 제출;

2. 연속되는 2 개월 이상 동일 세목의 월별 신고서의 지연제출;

3. 1년간 동일 세목의 월별 신고서를 3회 이상 지연출하는 경우;

4. 조세범죄 및 조세수사의 예비 증거로서의 세무조사 과정 중에 있는 경우.

B. 저위험부가세과세대상법인(Low-risk PKPs)

1. 조세범죄 및 조세수사의 예비 증거로서의 세무조사 과정 중에 있는 경우;

2. 조세범죄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3. 저위험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기세금환급프로세스

신청

조기 세금 환급신청은 적합한 세금 신고서의 환급신청란에 체크함으로써 신청이 됩니다.

조기 세금 환급신청 금액이 환급 승인 금액과 상이한 경우,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서한을 통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재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 신고서를 적정하게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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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신청에대한검토

형식요건의 검토

DGT는 Golden Taxpayer 또는 low-risk PKPs가 신청한 조기 환급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형식조건을 검토합니다.

Golden
Taxpayer

Low-risk
PKP

적합한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 √ 

조세범죄 또는 조세수사의 예비 증거로서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인지 여부

확인
√ √ 

동일 세목의 월별 신고서가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지연 제출되었는지 여부 √ 

동익 세목의 월별 신고서가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연 제출되었는지 여부 √  

연간 소득세 신고서의 지연제출이 있는지 여부 √ 

과거 5년간 조셈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는지 여부  √ 

실질요건의 검토

모든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하여 실질요건의 검토가 하기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Golden
Taxpayer

Taxpayer with
low refund value

Low-risk
PKP

세금계산의 정확성 √ √ √ 

선납원천징수세의 영수증(slip)이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 √  

부가세 매입세액이 거래상대방이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 √ √ 

자가신고 부가세의 납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 √ 

납세자가 등록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 여부 √ 

조기환급결정

상기의 검토결과에 따라, ITO는 조기 세금 환급 결정서(Surat Keputusan Pengembalian Pendahuluan Kelebihan

Pajak/SKPPKP)를 하기의 기한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Golden Taxpayer의 경우: 소득세는 3개월 이내, 부가세는 1개월 이내

 낮은 금액의 환급 신청의 경우: 개인은 15영업일 이내, 법인은 1개월 이내

 Low-risk PKPs 경우: 1개월 이내

ITO는 납세자가 형식요건 또는 실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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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결정후세무조사

ITO는 조기환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부포지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행정벌과금이 부과됩니다:

 Golden Taxpayers의 경우: 추가 납부세금의 100%

 낮은 금액의 환급신청의 경우: 추가납부 세금의 100%

 Low-risk PKPs의 경우: 월별 2%의 지연납부 가산세 (최대 48%)

특별조항

PMK-39은 조기 환급신청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특별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Low-risk PKPs의 조항(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벌과금 규정 포함)은 납세자가 Golden Taxpayer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낮은 금액의 환급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ITO는 환급 포지션인 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적격한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기본법(KUP) 17(1)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3. ITO는 환급 포지션인 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정상적인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조세기본법 17B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4. 조기환급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환급신청은 조세기본법 17B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경과규정

PMK-39는 하기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적격한 납세자가 Golden Taxpayer로 선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는 2018년 4월 12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TO는 반드시 신청서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ITO는 현재 Golden Taxpayer 또는 Low-risk PKPs의 지위를 가지는 납세자에 대하여 2018년 4월 12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지위를 재부여 할 수 있습니다.

3. 진행중인 조기 환급 신청은 PMK-71, PMK-74 또는 PMK-198에 따라 진행됩니다.

4. PMK-71, PMK-74 및 PMK-198의 시행규정은 PMK-39에 반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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