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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위한 신규 파이널 텍스 규정 
 

정부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회사를 위한 세제혜택을 발표한 이후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신규 “파이널 텍스(최종분리과세)” 규정인 정부령 (GR) No.23/2018 (GR-

23)을 발표하였다. 
 

GR-23 은 2018 년 7 월 1 일자로 효력이 발생이 되며, 특정 매출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파이널텍스 규정인 GR No.46/2013 을 폐지하였습니다. 
 

GR-46 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이널 텍스 규정은 연간 매출액이 48 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납세자에 적용이 되며, 하기의 소득은 연간 매출액에서 제외됩니다: 

a. 개인이 공급하는 특정 프리랜서 서비스의 매출; 

b. 타국가에서 이미 과세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c. 파이널 텍스가 적용되는 소득; 

d. 비과세 소득. 
 

연간 매출액 기준금액인 48 억 루피아는 전년도 사업활동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매출액에 포함합니다. 당해연도 매출액이 48 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당해연도까지는 파이널 텍스를 적용하며, 익년도에는 반드시 정상세율(Article 17 

또는 Article 31E 소득세)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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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23 은 매출액 기준 금액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이널 텍스 세율을 

1%에서 0.5%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GR-23 은 납세자가 정상세율을 적용받기 전에 파이널 텍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파이널 텍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개인의 경우 7 년; 

b. cooperatives, limited partnerships, firms 의 경우 4 년; 

c. 주식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경우 3 년. 

 

2018 년 7 월 1 일 이전에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 동 기한이 2018 년 과세연도부터 적용이 되며, 2018 년 7 월 1 일 이후에 

등록한 납세자는 등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동 기간동안 납세자는 세무이행의무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적정한 회계기장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GR-23 은 하기의 납세자에 대하여 0.5% 파이널 텍스 적용을 예외로 합니다: 

a. 납세자가 정상세율(Article 17 또는 Article 31E 소득세) 적용을 선택한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DGT 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b. 유한 파트너쉽 또는 개인이 설립한 회사가 위에서 언급한 프리랜서 서비스와 같이 특정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c. 회사가 Income Tax Allowance 또는 Tax Holiday 를 적용받는 경우; 

d. 고정사업장 형태의 납세자. 
 

파이널 텍스는 자진신고를 통하여 납부가 되거나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파이널 텍스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원천징수 목적상 0.5%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DGT 에 Statement Letter 를 

신청하여 발부 받아야 합니다. 

 

경과규정 
 
2018 년 1 월 1 일 부터 6 월 30 일 기간동안, GR-46 을 충족하나 GR-23 을 충족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하기의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a. 2018 년 1 월 1 일 부터 6 월 30 일까지는 월별 매출에 대하여 1% 파이널 텍스 적용; 

b. 2018 년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는 월별 매출에 대하여 0.5% 파이널 텍스 적용; 

c. 2019 년 부터는 소득에 대하여 정상세율을 적용. 

 
하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재무부는 추가로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a. 정상 소득세율 적용을 신청하고자하는 납세자가 DGT 에 통지하는 경우; 

b. 납세자가 GR-23 에 따른 세율을 적용을 위한 Statement Letter 를 DGT 에 신청하는 경우; 

c. 자진신고 또는 원천징수를 통하여 파이널 텍스를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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