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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원천징수세(Article 22)의 개정
재무부는 수입원천징수세(Arricle 22)에 대한 신규 규정No.110/PMK.010/2018 (PMK-110)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은 Article 22는 다음의 경우에 과세가 됩니다:
a. Article 2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소비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원천징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7.5% 또는 10%가 적용됩니다. 동 세율은 재화가
수입자 등록 번호(Angka Penfenal Impor/API)를 사용하여 수입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b. 콩, 밀 및 밀가루의 수입은 0.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c. 위의 a와 b에서 언급되지 않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API를 이용하는 경우 2.5%, API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PMK-110은 위의 카테고리 a에 포함되는 재화 목록의 업데이트 하였으며, 일부 재화는
적용세율이 변경되었으며, 일부 재화는 신규로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으며,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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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적용세율

 기존에 카테고리 a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며, 세율이 7.5%에서 10%로 변경된 재화:
 휴대용 컴퓨터 및 유사제품(Laptops and similar)
 무선휴대폰(Wireless phones)
 차량, 모터사이클, 자전거, 골프카트 및 고카트(go karts)와 같은 일반적인 운송차량
 기존에 카테고리 c에 속하였으나, 현재 a로 변경되어 10% 과세되는 재화:

10%

 스킨, 헤어 및 덴탈케어 제품과 같은 화장품 및 세면용품
 문, 타일 및 전구와 같은 가정 용품 및 유틸리티
 스테이션 왜건, 구급차 및 감옥 밴과 같은 특정 자동차
수입재화

적용세율

 기존에 카테고리 c에 속하였으나, 현재 a로 변경되어 7.5% 과세되는 재화:
 소시지, 미트볼, 패스트리, 커피, 우유, 주류와 같은 음식과 음료
 광택제, 양초, 접착제, 대나무 및 라탄의 재료와 같은 가정용 용품
 차량용 타이어 및 특정 고무 제품

7.5%

 스포츠 및 보호복과 같은 특정 섬유 제품
 라우드스피커, 케이블 및 기타 전열 전도체
상기 표는 카테고리 변경에 대한 요약내용이며, 자세한 사항 및 HS 코드는 PMK-110 의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ttachments of PMK-110).
수입선납법인세의 인상은 수입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당해연도의 수입자의 법인세의 선납세금에
해당하므로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Article 22 의 자세한 조항과 적용사항은 기존의
재무부 규정 No.34/PMK.010/2017 에 따라 적용됩니다.

광산업에 대한 신규 세무 규정
소득세법 31D조에 따라, 오일 및 가스, 지열, 석탄채굴을 포함한 광산업 및 샤리아 기반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규정은 정부규정(GR)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는 2018년 8월 2일자로 정부규정 No.37 Year 2018 (GR-37)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광산업에 대한 정부수입약정의 과세 및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GR-37은 광산업의 유형에 따라 다른 세금 협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광산사업자에게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PwC의 EU&R Newsflash No.64 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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