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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원 서비스의 한시적 중단 – 업데이트(연장)
조세법원은 COVID-19 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동조하고자
조세법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의 추가적인 Circular Letter 를
No.SE-017/PP/2020 (SE-017) 및 No.SE-018/PP/2020 (SE-018)를 각각
2020 년 9 월 16 일 및 2020 년 9 월 18 일에 발표하였습니다.
SE-017 은 조세법원의 행정서비스를 2020 년 9 월 16 일부터 25 일까지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SE-018 은 법원 공청회(전자 공청회)를 2020 년
9 월 21 일부터 25 일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동 한시적 중단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연장에 대한 Circular Letter 가 발행되지
않으면, 조세법원 서비스는 2020 년 9 월 28 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중단되는 행정서비스는 조세소송, 소송 및 재심사 신청의 제출을 포함하여,
법원 안내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동 한시적 서비스 중단기간에는 조세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청서 또는
서한제출(재심사 신청은 제외)과 관련하여 우편서비스나 전자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email : informasipp@kemenkeu.go.id, website :
www.setpp.kemenkeu.go.id, WhatsApp line : +6281211007510).
조세법원은 동 한시적 서비스 중단기간은 조세소송 공청회 관련한 기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을 Circular Letter No.SE-019/PP/2020 을 통하여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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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에 따른 신문용지 및 매거진 용지 관련 부가세 혜택
재무부는 COVID-19 팬더믹으로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인쇄 매체
산업과 관련하여 부가세 혜택을 부여하는 재무부령 No.125/PMK.010/2020
(PMK-125)를 발표하였습니다. PMK-125 는 언론사가 신문용지 및 매거진
용지를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세를 정부가 부담(Ditanggung
Pemerintah/DTP)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MK-15 는 발표일로부터 7 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즉, 2020 년 9 월 15 일부터)
하며, 동 규정은 2020 년 연말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쇄 매체 회사는 인도네시아 법적실체로서 신문, 저널,
뉴스레터 및 매거진의 발행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58130 의
사업구분코드(Klasifikasi Lapangan Usah)를 사용하는 회사에 국한 됩니다.
동 PMK 의 적용을 받는 신문용지 및 매거진 용지의 유형은 2017 Indonesia
Customs Tariff Book 기준으로 반드시 아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a. 신문용지 – 4801;
b. 매거진용지 - 4802, 4805, 4810, 4811.
신문용지 또는 매거진 용지를 공급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정부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스탬프 포함)하여야 하며, 월별부가세
신고서상에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행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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