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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표부 및 국제기구 관련 부가세/사치세 면제 – 업데이트 

 
 

정부는 외국대표부 및 국제기구의 과세재화의 수입과 과세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 및 사치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정부규정 No.47 Year 2020 

(GR-47)을 2020년 8월 18일에 발표하였습니다.  

 

GR-47은 발표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020년 10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정부규정 No.47 Year 2013을 폐지합니다. 

 

GR-47에 따른 부가세 및 사치세의 면제 혜택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교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은 외국대표부 및 해당 직원; 

b.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무부(Mister of State Secretary)의 추천서를 받은 

국제기구 및 해당 직원: 

•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제기구 간에 부가세 및 사치세 면제를 합의한 경우 

– 신설; 

•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제기구 간에 부가세 및 사치세 면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 관습에 따라 면제 – 신설. 

 

기존 규정과 같이 면제 관련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 세제혜택은 세금면제레터의 발행을 통하여 재무부가 제공함. 

✓ 외국대표부나 국제기구가 이미 납부한 부가세 및 사치세는 환급이 가능함. 

✓ 면세혜택을 받은 과세대상재화가 4년 이내에 이전이 되거나, 서비스의 경우 

시점과 무관하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가세 및 사치세를 

이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납부하여야 함. 

✓ 외국대표부 및 국제기구간에 재화나 서비스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을 재납부할 의무가 없음.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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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세금면제레터 발행, 부가세/사치세의 환급절차 및 부가세/사치세의 

재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부가세 면제대상인 전략적 재화 - 업데이트 
 

정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전략적 재화에 대한 규정 No. 48 Year 2020 을 

2020 년 8 월 24 일에 발표하였습니다. GR-48 은 기존 규정인 정부규정 No.81 

Year 2015 의 개정규정이며 2020 년 8 월 24 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GR-48 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전략적 재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PKP)가 과세대상재화의 생산을 목적으로 직적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또는 설비(built-up 또는 knocked-down)의 수입 

또는 이동시. 동 면세혜택은 통합 건설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자가 수입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 GR-28 의 첨부파일이 프로세스와 일부 어업관련 제품등과 관련하여 개정이 

되었습니다. 

• 전력의 공급(6,600 Volt-Ampere 를 초과하는 전력이 주택에 공급되는 경우 

제외) 관련하여 신규 규정에서는 전력연결비용도 포함하였음. 

• 액화천연가스의 수입 및 조달 – 신설.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이 전략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면제 

되더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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