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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따른 세무신고 등의 일정 및 절차 변경 안내
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2020년 3월 16일 부터 4월
5일까지)의 일환으로, 국세청장은 Press Release No.SP-09/2020와 Circular
Letter No.SE-13/PJ/2020을 발표하였으며, 세무행정에 대한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신고 기한의 연장
a) 2019년분의 개인소득세의 납부 및 신고서 제출기한이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연장에 대한 행정벌과금이 부과되지 아니함.
b) 2020년 2월의 월별 원천징수세 신고서의 신고기간은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연장에 대한 행정벌과금이 부과되지 아니함.
그러나, 2월 월별 세금의 납부의무는 기존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함.
모든 납세의무자는 온라인으로 세무신고서를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신고서의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편를 통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세무서비스의 채널 관련
a) 하기의 장소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세무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i. 모든 인도네시아 세무서의 세무서비스 카운터;
ii. 세무서외에서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공항 내 세금환급 카운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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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단일 창구 통합 서비스(One Door Integrated Service), 예를
들면, 공공장소 또는 타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 카운터.
b) 세무서는 납세자의 오버부킹신청, 세금면제신청 및
세금미징수신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함(납세자와
직접 미팅을 진행하지는 아니함).
c) 세무서는 세무조사, 세금징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서한, 전화,
이메일, 채팅, 비디오컨퍼런스 및 기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예정이며, 마감기한이 임박한
업무에 대하여 우선시하여 처리할 예정임.
d) 세무소송은 COVID-19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임.
e) 서면자료 제출 및 수령은 COVID-19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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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훈 회계사

박인혁 회계사

박재성 회계사

E: taehun.jung@pwc.com

E: inhyuk.park@pwc.com

E: jay.y.park@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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