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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에 따른 세무 행정 서비스 변경 업데이트
DGT 는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2020 년 5 월
29 일까지로 연장하는 Circular Letter No.SE-23/PJ/2020 을 2020 년 4 월

Annual Income Tax
Returns Submission
during COVID-19
Pandemic P1

17 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Customs Incentive in
response to COVID-19 P2
____________________

SE-21 을 통하여 세무서와 납세의무자의 직접적인 미팅 등을 제한하고

동 세무 행정 서비스의 제한은 2020 년 3 월 15 일부터 시작되었으며, SE-13 및
있습니다.
동 조치로 인하여 일부 세무신고 기한의 연장, 세무 행정 서비스 채널의 변경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텍스플래쉬 4 번(TaxFlash No.04/20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ID-19 팬더믹에 따른 연간 소득세 신고 규정 일부 변경
DGT 는 COVI-19 팬더믹 기간 동안 2019 년 연간 소득세 신고서(Annual
Income Tax Return, AITR) 신고에 대한 특례규정을 PER-06/PJ/2020 (PER06) 통하여 2020 년 4 월 17 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PER-06 의 대부분의 사항은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동일하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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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연간 소득세 신고서는 COVID-19 팬더믹 기간 동안은 세무서에 직접 제출을
할 수 없으며, e-Filing 또는 우편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세 신고서의 부속서류
PER-06 은 연간 소득세 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속서류 제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감사보고서, Nominative 리스트,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리스트 등 주요 부속 서류에 대한 제출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2020 년 4 월 30 일까지 하기의 서류만을 우선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법인 납세의무자:
1. Form 1771 및 그 첨부서류(I-VI);
2. 납세의무자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거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재무제표(Special Attachment 8A);
3. 연간 법인세가 납부포지션인 경우 납부영수증(Tax Payment Slip).

b. 개인 납세의무자:
1. Form 1770 및 그 첨부서류(I – IV);
2. PER-06 의 Attachment A 에서 요구하는 약식재무제표;
3. 연간 개인소득세가 납부포지션인 경우 납부영수증.
위에서 언급하는 주요 부속서류의 제출을 유예받기 위하여는 DGT 에 사전에
온라인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DGT 의 온라인 시스템이 사용가능하지
않거나 에러상태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의 납세의무자는 주요 부속서류 제출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a. 2019 년 연간소득세 신고서가 환급포지션이며 납세의무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또는
b. 2019 년 연간소득세 신고를 2020 년 4 월 30 일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세 신고서 제출시에 위에서 언급한 주요 부속서류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PER-06 에 따라 2020 년 4 월 30 일까지
연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부속서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동 부속서류를 2019 년 연간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세무서에 반드시 2020 년 6 월 30 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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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년 연간소득세 신고가
미신고 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와 관련한 행정패널티가 부과됩니다.

COVID-19 와 관련한 관세 혜택
재무부는 Perppu-1 에 규정된 관세혜택의 시행규정으로서 재무부규정
No.34/PMK.04/2020(PMK-34)를 발표하였습니다. PMK-34 는 COVID-19
팬더믹에 따라 조속히 조달되어야 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0 년 4 월 17 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PMK-34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혜택
PMK-34 는 하기의 재화(PMK-34 의 Attachment A)를 해외 또는
보세물류센터(Bonded Logistics Centres, BLC)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와 Article22 수입원천징수세를 면제하며, 부가세 및 사치세를
미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손소독제 및 소독약;
b. 실험실 테스트 키트 및 시약 (신속테스트, PCR 테스트 등);
c. 검체 수송배지(의료용면봉)과 같은 바이러스 테스트 의료기구(media
kultur olahan untuk swab test);
d. 의약품 및 비타민;
e. 의료장비(체온계, 산소호흡기 등)
f.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방호복, 방호장갑 등).
또한, PMK-34 는 위에서 언급된 재화가 하기의 장소에서 조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a. 보세구역(BZ) 또는 보세창고(BW)로 부터 조달;
b. 자유무역지대(FTZ) 또는 특별경제구역(SEZ)으로 부터 조달;
c. KITE(Kemudahan Impor Tujuan Ekspor)를 부여받는 회사로 부터의 조달.
PMK-34 의 Attachment-A 에 규정된 재화가 보세구역, 보세창고,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KITE 회사로부터 반출 또는 배송되는 경우,
해당회사는 원재료에 대하여 미징수된 수입관세(반덤핑관세포함), 증지세,
수입세 및 내국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즉, 재화의 반출에 대한
세금이 환수되지 않습니다.
상기의 혜택은 재화의 원산지 또는 목적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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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절차
이런한 재화의 수령인(즉, 개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법적실체, 비법적실체)은
반드시 National Single Window system 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할수 없는 경우에는 통관항
또는 재화의 반출장소(반출이 BZ, BW, FTZ, SEZ, KITE 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관세청장을 통하여 재무부에 수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적격성 검토 후, 전자승인의 경우
2 영업시간 이내 또는 수기신청인 경우 2 영업일 이내에 결정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동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D 500 이하의 운송화물 또는 USD 500 이하의 여객화물인 경우에는
위에서 요구하는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재화가 신고 및 즉시 반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은 개런티 레터를 관세청에 제출함으로써 사전수입통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MK-34 는 2020 년 4 월 17 일부터 국가재단당국이 규정한 COVID-19 팬더믹
기간 종료시까지 적용됩니다. 동 규정은 수입품목록서류(BC 1.1) 또는
반출서류(재화가 BLC, BZ, BW, FTZ, SEZ 및 KITE 에서 반출되는 경우)의
등록번호 및 등록날짜를 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2020 년 4 월 17 일부터
적용됩니다.
감독 및 평가
관세청 공무원은 동 관세혜택의 실행과 관련하여 감독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관세조사 포함). 납세의무자가 동 혜택을 오남용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은 면제된 세금에 대하여 아래의 패널티를 추가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관세의 100% - 500%의 패널티
• 1 년간 납세의무자의 통관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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