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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에 따른 조세법원 서비스 중단의 연장 
 

조세법원은 기존에 발표한 조세법원 서비스 중단 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신규 

Circular Letter No.SE-020/PP/2020 (SE-020) 및 No.SE-021/PP/2020 (SE-

021)을 발표하였습니다. 

 

SE-020은 모든 공청회와 행정서비스를 2020년 9월 28일부터 2020 년 10 월 

2일까지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Circular Letter가 없는 경우, 

조세법원 서비스는 2020년 10월 5 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중단되는 서비스와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기존에 발행된 규정과 동일합니다. 

 

또한 조세법원은 SE-021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기간(9 월 28 일 – 10 월 4일)은 

조세소송 공청회 관련한 기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특정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관세(Import Duty)의 면제 
 

재무부는 일부 제조회사를 위하여 수입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부 

규정 No.134/PMK.010/2020 (PMK-134)을 2020년 9 월 22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동 신규 규정은 정부의 COVID-19 팬더믹에 따른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으며, 특정 산업 섹터의 생산성 제고 및 국내 

산업의 원재료의 용이한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PMK-134는 특정 제조기업이 규정된 재화 및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정부가 부담(Ditanggung Pemerintah/DTP)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수입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재화 및 원재료는 PMK-13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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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B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항목에는 식품산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통신산업 및 교통운송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된 목록의 재화 및 원재료와 관련하여 수입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a. 재화 및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b. 재화 및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또는 

c. 재화 및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각 

관계부처의 추천에 따름). 

 

또한, 동 혜택은 아래의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0%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관세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또는 

• 수입관세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anti-dumping, safeguarding, 

compensation, and requital); 또는 

• 재화나 원재료를 Bonded Stockpiling Area 에 보관할 목적인 경우. 

   

그러나 재화 및 원재료가 관세지역 외에서 생산되어 Bonded Logistic 

Center(Pusat Logistk Berikat), Bonded Warehouse(Gudang Berikat) 및 

Bonded Zone(Kawasan Berikat)으로부터 관세지역(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LDDP)의 적격한 회사로 이동되는 경우에는 동 혜택이 

적요이 가능합니다. 

 

동 수입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과거 1년 동안 수입통관신고시에 재화의 수량 및 유형의 신고에 

에러로 인한 수입관세의 추징이 없었어야 함: 

• 회사가 수입관세, 증지세 및 수입세 관련 미납 세액이 없어야 함. 

 

회사가 동 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신청서를 National Single 

Window시스템을 통하여 관세청(Directorat Jenderal Bea Cukai/DJBC)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재무부를 대신하여 동 신청서의 승인결정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동 혜택의 신청 및 적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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