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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에 대한 파이널 텍스의 시행규정
재무부는 2018 년 8 월 27 일자로 중소기업의 파이널 텍스에 대한 규정인 GR-23 의
시행규정으로서 재무부령 No.99/PMK.03/2018(PMK-99)를 발표하였습니다. GR-23 에 대한
사항은 TaxFlash No.07/2018 를 참조바랍니다.
PMK-99 는 주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세율을 적용받고자 선택한 납세자의 통지서(Notification Letter)
과거 규정인 GR-46 과 달리, 신규 GR-23 에서는 납세자가 GR-23 의 파이널 텍스 적용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DGT 에 통지서(No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지서의 약식은 PMK99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의 제출시점 및 정상세율의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납세자가 2018 년 7 월 1 일 부터 12 월 31 일 사이에 등록된 경우, 통지서는 반드시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며 정상세율은 2018 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b. 납세자가 2019 년 1 월 1 일 이후에 등록된 경우, 통지서는 반드시 납세자가 Tax ID 등록을 할
때 같이 제출이 되어야 하며, 정상세율은 첫 과세연도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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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존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2018 년 7 월 1 일 이전에 GR-46 을 충족하는 경우, 통지서는 반드시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며, 정상세율은 2019 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2018 년 7 월 1 일 이전에 GR-46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서는 반드시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며 정상세율은 2018 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Article 25 월별 소득세 선납세액
Article 25 의 월별 소득세 선납규정은 다음의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a. 정상세율 적용을 선택한 납세자;
b. 연간 매출액이 48 억 루피아를 초과한 납세자;
c. 파이널 텍스 적용 기간을 초과한 납세자.
자진신고 또는 원천징수를 통한 파이널 텍스 납부
GR-23 에 따른 파이널 텍스는 자진신고 또는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매커니즘
파이널 텍스는 세금납부고지서(tax payment slip)을 통하여 다음달 15 일까지 납부되어야 합니다. 동 세금의 납부는
월별 세무 신고 의무에 해당하며, 다음달 20 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파이널 텍스는 각각의 사업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매커니즘
GR-23 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원천징수 세율이 아닌 0.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 납세자에게는 Article 22 의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0.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기 위하여는, GR-23 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DGT 에서 발부받은
Statement Letter 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 Statement Letter 의 신청
Statement Letter 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PMK-99 에서 정한 양식으로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반드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신청서는 반드시 납세자가 서명을 하거나, 대리인 레터를 첨부하여야 함;
b. 납세자는 가장 최근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신규로 등록된 납세자 또는 연간 소득세
신고세 제출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예외로 함;
c. 납세자는 반드시 GR-23 에 해당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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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3 영업일 이내에 Statement Letter 를 발부하거나, 승인거절 레터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3 영업일 이내에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동 레터의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DGT 는
3 영업일이 경과한 후 1 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승인레터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동 Statement Letter 의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납세자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Statement Letter 의 유효기간은 납세자가 파이너 텍스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까지 입니다. (즉, 개인의
경우 7 년, cooperative, limited partnership, firms 의 경우는 4 년, 주식회사의 경우는 3 년)
납세자가 정상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GR-23 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동 Statement
Letter 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할세무서는 납세자가 더 이상 GR-23 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동
Statement Letter 를 폐지하게 됩니다.
b. Statement Letter 와 관련한 경과규정
납세자가 GR-46 에 따라 세금면제서한(Surat Keterangan Bebas/SKB)을 이미 승인 받은 경우에는, 동 SKB 는
2018 년말까지 Statement Letter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018 년 7 월 1 일부터 8 월 26 일까지 발부된 Statement Letter 는 효력이 유효합니다. 납세자는 다음연도
과세연도는 위하여 Statement Letter 를 재발급신청하여야 하며, DGT 는 PMK-99 에 따라 Statement Letter 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c. 원천징수 의무자의 의무사항
원천징수 의무자는 GR-23 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명의로 발부되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명한
세금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파이널 텍스를 다음 달 10 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동 원천징수 사항을 다음달 20 일까지 월별 원천징수 신고서(monthly Article 4(2))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GR-46 에 따라 SKB 를 발부받은 경우, 납세자는 자진신고 세금납부 고지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파이널 텍스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여전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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