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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bjection 
 

DGT 는 이의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전자제출(e-Objection)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No. PER-14/PJ/2020 (PER-14)를 2020 년 7 월 29 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2020 년 8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존 이의신청서의 제출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PER-14 는 납세자가 

효율/효과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 전자제출(e-

Objection)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e-Objection 절차는 24 시간 

제한없이 가능합니다(즉, 24 시간 및 일주일 내내 가능). 

 

e-Objection 은 아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사용가능한 EFIN 을 보유하는 경우; 

• 납세자가 DGT 웹사이트에 등록이 된 경우;  

• 납세자가 적합한 전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Objection 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Objection 절차에 따르면, 이의신청서는 DGT 웹사이트의 e-Objection 

메뉴를 선택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신청절차 안내에 따라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의신청과 관련한 반박내용은 웹사이트에 직접 기재가 

가능(최대 4,000 자)하며, 또는 PDF 파일로 첨부가 가능(최대 5MB)합니다. 

서명절차는 전자서명을 통하여 진행됩니다(즉, 암호를 입력하고 

전자증명서를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e-Objection 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는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전자납부확인증(Bukti Penerimaan 

Elektronik/BPE)을 수령하게 됩니다. BPE 에 기재된 날짜가 이의신청서의 제출 

확인일로 간주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 

E-Objection P1 

 

The addition of fish as 

non-VATable goods P2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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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bjection 프로세스 중에 시스템상 이의신청서의 제출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동 과정에서 이의신청서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는 반드시 동 사항을 

관할세무서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재화 품목의 추가 : 생선 품목 

 

재무부는 생필품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기 위한 규정 No.99/PMK.010/2020 

(PMK-99)를 2020 년 8 월 5 일에 발표하였습니다. PMK-99 는 기존 재무부 

규정 No.116/PMK.010/2017 (PMK-116)을 폐지합니다. 

 

PMK-99 는 특정 생선 품목을 생필품 항목에 포함하였습니다. 동 추가사항은 

PMK-116 에 대한 법리검토에 따른 대법원 결정 No.31 P/HUM/2018 (PUT-

32)에 따라서 개정되었습니다. PMK0116 은 생선 품목을 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생필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PMK-99 에 따른 생필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Rice and un-hulled rice; 
b) Corn; 
c) Sago; 
d) Soybean; 
e) Salt for consumption;  
f) Meat; 
g) Eggs; 
h) Milk; 
i) Fruits; 
j) Vegetables; 
k) Yams; 
l) Spices; 
m) Consumption sugars; and 

n) Fish – 신규. 

 

기초 생필품의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은 PMK-99 의 첨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 사항은 관련 부처의 제안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 동 텍스플래쉬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가의 컨설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정확한 자문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또는 규정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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