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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관련 추가적인 세제혜택
재무부는 COVID-19 관련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재무부 규정
No.110/PMK.03/2020 (PMK-110)을 2020 년 8 월 14 일에 발표하였습니다.
PMK-110 은 월별 선납법인세 경감율을 인상하였으며, 특정 관개사업
(irrigation projects)에 대한 건설수입에 대한 특별 세금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Article 25 월별 선납 법인세에 경감율 인상
PMK-110 은 월별 선납 법인세 경감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50%경감율은 2020 년 7 월분의 월선납법인세 납부시 부터 적용이 되며,
납세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서 월별 선납 법인세 경감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기존 텍스플래쉬 참고 TaxFlash No. 30/2020). 납세자가 기존에 경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보
또는 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PMK-110 의 Attachment N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건설 서비스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혜택
일반적으로 건설 서비스에 대한 소득은 최종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며, 서비스의
수령자(서비스 수령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가 원천징수 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수령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자진 납부를
합니다.
PMK-110 에 따르면, 정부는 관개 용수 활용(Program Percepatan Peningkatan
Tata Guna Air Irigasi/P3-TGAI)을 개선하기 위한 가속화 프로그램하에서
납세자가 건설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최종분리과세를 부담하게

TaxFlash | Page 1 of 3

됩니다. 동 세제 혜택은 2020 년 8 월 14 일부터 2020 년 12 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동 세제혜택의 시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는 동 혜택을 적용받는
납세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으나, 반드시 정부가 부담하는
최종분리과세분에 대한 월별 실행보고서를 준비하여 익월 20 일까지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시행규정은 PMK-1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MK-110 은 P3-TGAI 를 권한있는 정부기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P3-TGAI 의
수령인(본질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농부)이 수행하는 지역사회 기반 참여를
통한 관개 네트워크의 보수, 재건 및 개선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경과 규정
• 납세자가 재무부 규정 No.23/PMK.03/2020 (PMK-23),
No.44/PMK.03/2020 (PMK-44) 또는 No.86/PMK.03/2020 (PMK-86)에
따라서 통보 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PMK-110 에 따라 동일한 통보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납세자가 PMK-23, PMK-44 또는 PMK-86 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동 혜택은 지속적으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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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