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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COVID-19 관련 LST 인센티브 연장 

 

재무부(MoF)는 최근 PMK-31에 따라 기존에 도입된 사치세(LST) 인센티브의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규정 PMK-771을 발표하였습니다. PMK-312에 

대한 논의는 TaxFlash No.09/2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PMK-77은 다음의 적격 차량에 대해 LST의 100%를 정부가 부담하는 기간을 

2021년 8월까지 연장합니다(목록은 동일하게 유지). 

a. 실린더 용량이 1,500CC 이하인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디젤 또는 세미 

디젤) 범주의 차량 

b. 세단 또는 스테이션 왜건(디젤 또는 세미디젤)을 제외한 10인 미만 운송용 

자동차로 실린더 용량이 최대 1,500CC 차량 

 

특례 

 

PMK-77은 2021년 6월~8월 기간 동안 위의 적격 차량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는 

LST의 비율을 100%(이전 50%)로 변경합니다. 

  

 
1 MoF Regulation No.77/PMK.010/2021 (PMK-77) dated and effective from 30 June 2021 
2 MoF Regulation No.31/PMK.010/2021 (PMK-31) dated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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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조항 

 

PMK-31 에 따라 정부가 LST 를 50%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2021 년 6 월까지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이 필요합니다. 초과 납부된 LST 는 이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VATable) 사업자가 환불하여야 합니다. 

 

차량에 대한 향후 LST 규정 업데이트  

 

정부는 GR-733 을 개정하기 위해 자동차의 LST에 관한 GR-744 를 

발행하였습니다. GR-74에 따른 개정된 규정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세티브를 

전기 배터리 차량과 그 환경시스템에 따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와 

차별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GR-73에 대한 논의는 TaxFlash No.17/2019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GR-73에 따른 인센티브는 차량의 "Green(친환경)" 기능에 따라 과세표준이 

감소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13 1/3% 및 33 1/3%의 과세표준이 적용되었던 완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40% 및 46 2/3%로 인상됩니다. 

• 기존에 0%의 과세표준이 적용되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33 1/3%로 인상합니다.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제공된 

과세특례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 산업에 최소 IDR 5 

trillion의 투자가 실현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인센티브는 투자가 

실현된 지 2년 후 기간부터 또는 BEV 산업의 상업 생산 개시 시점에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적용 가능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Government Regulation No.73 Year 2019 (GR-73) dated on 16 October 2019 and effective from 16 October 2021 
4 Government Regulation No.74 Year 2021 (GR-74) dated on 2 July 2021 and effective from 16 October 2021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19/taxflash-201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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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분 LST 세율 
과세표준( 양도가액) 

일반 BEV 투자 실현시 

Low cost green 

car 
15% 20% 별도 조정 없음 

Hybrid 

technology 

15%, 

20%, 

25%, 

30% 

40%, 462/3%, 

531/3%, 

662/3%, 80%, 

100% 

662/3%, 731/3%, 

80%, 

862/3%, 931/3%, 

100% 

Flexy Engine 

technology 
15% 531/3% 별도 조정 없음 

Battery Electric or 

Fuel Cell Electric 

technology 

15% 0% 별도 조정 없음 

Plug-In Hybrid 

Electric 
15% 331/3% 531/3% 

 

GR-74의 발효일은 GR-73과 동일한 2021년 10월 16일 입니다. 

 

 

COVID-19 관련 수입 관세 특례 

 

재무부는 최근 COVID-19의 영향을 받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특례 규정 

No.PMK-685 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특례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PMK-68은 정부가 특정 산업 부문과 특히 항공기 유지 보수와 정비 및 정밀 

검사(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 MRO)에 대한 두 가지 큰 범주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하는 제품 및 자재의 세부 목록은 PMK-

68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식품 및 음료, 화학, 제약, 섬유, 금속, 

기계, 운송 및 전자 산업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5 MoF Regulation No.68/PMK.010/2021 (PMK-68) dated and effective from 22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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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 분야 

 

특례 규정에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 대상 재화 및 자재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음;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었지만 필요한 사양에 미치지 못함;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었지만 해당 산업의 요구조건에 미충족함. 

 

또한 해당 재화 및 자재는 다음과 같은 재화가 아니어야 합니다. 

• 0%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재화; 

• 국제 협정에 따라 0%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재화; 

•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입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화; 

• 보세 비축 구역에 보관되어 지는 재화. 

 

항공기 MRO 

 

정부에서 부담하는 수입 관세는 항공기 MRO 서비스에 사용되는 수입 재화 및 

자재에도 적용됩니다. 

 

기타 규정 

 

동 관세 특례 규정에 따라 보세물류센터(BLC), 보세구역(BZ), 자유무역지대(FTZ), 

경제특구(SEZ)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행정적인 요건은 해당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관세를 부담한 보세창고, BZ, FTZ, BLC 또는 SEZ에서 반입된 재화 및 

자재는 해당 산업 부문에서 국내 소비를 위한 제품을 생산 및 사용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입관세 혜택이 취소되며 해당 

회사가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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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BZ”, “Bonded Zone”) ‒ 업데이트 

 

재무부는 최근 BZ에 관한 기존 규정 No.PMK-1316 에 대한 업데이트로 규정 

No.PMK-657 를 발표했습니다. PMK-131에 대한 논의는 TaxFlash No.12/2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MK-65의 규정은 PMK-131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특정 부분에 대한 추가 규정 

및 해설을 포함합니다.  

 

SPLN 보유 재화 

 

1. 재화의 유입 

 

PMK-65는 BZ에서 가공/결합하여 수출하려는 외국 납세자(Subjek Pajak Luar 

Negeri/SPLN)가 보유한 원자재, 보조 재료 및 포장 및 포장 보조재는 기존 BZ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례는 BZ 간의 

배송 과정 또는 임시 반출을 제외하고 수출이 시행될 때까지 BZ에서 물품이 

반출되지 않는 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재화의 유출 

 

SPLN 이 보유한 상품을 BZ 에서 관세 지역 내 다른 장소(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TLDDP)로 반출 시 (또는 해외(기타 특별 구역 경유 

포함)로부터 반출 또는 TLDDP로부터의 반출의 경우): 

• 제품을 반출하는 BZ(Pengusaha Dalam Kawasan Berikat/PDKB) 내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유입 시점에 적용되었던 수입관세, 증지세, 

수입세(예: 소득세 및 수입부가세 제 22 조), VAT/LST 특례 적용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납부한 수입세, VAT/LST 는 공제 불가능함. 

• TLDDP 로 배송되면 VAT/LST 는 BZ 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납부되어야 함. 

 

  

 
6 MoF Regulation No.131/PMK.04/2018 (PMK-131) dated on 26 September 2018 and effective from 25 November 
2018 
7 MoF Regulation No.65/PMK.04/2021 (PMK-65) dated on 10 June 2021 and effective from 9 August 2021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18/taxflash-201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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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정 

 

PMK-65 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 수입 시점에 납부되지 않았던 VAT/LST 에 대한 납부 의무가 종료되는 

부과제척기간 4 년 규정은 TLDDP 에서 비롯된 자본재의 반출에도 적용됨. 

• 통합 VAT/LST 납세 의무가 있는 PDKB 가 BZ 에서 TLDDP 로(즉, 본사에서 

지점으로, 또는 그 반대로 지점에서 본사로) 재화를 반출하는 시점에 

PDKB 는 수입 시점에 납부되지 않은 관세, 증지세세(excise duty). 

수입부가세, VAT/LST 를 납부해야 함. 

• 통합 VAT/LST 규정은 SPLN 이 보유한 재화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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