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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의 확대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상 서비스의 수출은 기본적으로 영세율(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율 적용이 되는 서비스의 수출의 조건은 

재무부(MoF)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수출은 

사급용역(toll manufacturing)과 특정 건설서비스에 제한을 되었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신규규정을 통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수출의 범위가 

개정되었습니다.  
 

재무부는 2019년 3월 29일자로 재무부 규정 No.32/PMK.010/2019 (PMK-32)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발표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PMK-32는 기존의 재무부 규정 No.70/PMK.03/2010 (PMK-70) 및 개정규정인 

No.30/PMK.03/2011 (PMK-30)을 폐지합니다. PMK-32는 내국 서비스 

사업자의 포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서비스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수출(Export)의 정의 
 

PMK-32는 수출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과세지역(Customs Area) 내에서 창출되는 

서비스로서 과세지역외에서 서비스의 수취자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세 영세율에 대한 국제적으로는 통용되는 부가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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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MK-32는 DGT Circular Letter No.SE-49/PJ/2011 (PMK-70(PMK-

30으로 개정됨) 의 시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가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외에서 창출되고 이용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범위  

 

PMK-32는 아래의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과세지역 외에서 소비되는 동산과 관련한 하기의 서비스: 

a. 사급용역(toll manufacturing services); 

b. 유지 보수 서비스(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c. 수출 목적의 재화에 대한 운송 서비스 - 신설 
 

2. 과세지역 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건설 컨설팅  
 

3. 산출물이 과세지역 외에서 소비되는 기타 서비스로서 아래의 방법으로 

전달되는 서비스(서비스 수출 수취자의 요청에 근거): 

a.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 

b. 과세지역 밖에서 이용(접근)되도록 권리가 제공되는 형태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정보 기술 서비스; – 신설 

b. 인터커넥션, 위성 및 데이터 연결 서비스; – 신설 

c. 연구 및 개발 서비스; – 신설 

d. 국제 항행 활동을 위한 항공기 및 선박의 임대서비스; – 신설 

e.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의 조달을 위해 내국 공급자를 확보하는 형태의 

트레이딩 서비스; – 신설 

f. 하기 형태의 컨설팅 서비스: 

 경영 관리 서비스, – 신설 

 법률 서비스, – 신설 

 인테리어 및 건축 디자인 서비스, – 신설 

 인적 자원 서비스, – 신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 신설 

 마케팅 서비스, – 신설 

 회계 서비스, – 신설 

 회계감사 서비스, – 신설 

 세무 서비스.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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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 요구조건 

서비스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하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내국 서비스 제공자(부가세 과세대상 기업 또는 PKP)와 국외 소비자간 

서면계약서에 서비스의 유형, 세부사항 및 금액 명기되어야 함; 

2. 국외 소비자가 내국 PKP에 서비스 대가를 지급한 증빙 구비.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기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과세지역 내에서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서 10%의 부가세가 징수됩니다. 
 

세금계산서 등 이행 요구조건  
 

과세의 기준시점은 기존의 규정과 동일하며, 즉, 서비스의 대가가 수익 또는 

채권으로 인식되는 시점이 과세 기준 시점이 됩니다. 
 

또한, 기준 규정과 동일하게 PKP는 인보이스(faktur penjualan)와 함께 특정 

부가세 세금계산서 (서비스 수출 신고서(Pemberitahuan Ekspor Jasa Kena 

Pajak/ PEJKP))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급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PKP는 

현행규정에 따라 재화의 수출신고서(PEB)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PKP는 월별 부가세 신고서에 서비스의 수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수출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가능합니다. 
 
 

결론 
 

PMK-32의 개정은 국외에 서비스를 수출하는 내국 서비스 제공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에 컨설팅 자원을 유치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지역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박인혁 회계사 

Email: taehun.jung@id.pwc.com Email : inhyuk.park@id.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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