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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서비스에 대한 최종분리과세(Final Tax) 세율 개정 
 
정부는 최근 건설서비스에 대한 Final Tax  rate을 개정하기 위하여 GR-91 를 
발행하였습니다. GR-9는 GR-402에 의해 개정된 GR-513의 두 번째 개정규정에 
해당합니다. 
 
세율 변경 Tax rate changes 
 
GR-9는 관련 인증 및 자격을 갖춘 건설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최종분리과세 
세율을 인하합니다. 또한, GR-9는 건설서비스에 관한 Law-24 의 적용 범위와 
일치하도록 서비스 유형을 재정의 하고 있습니다(즉, GR-9와 Law-2는 동일한 
정의를 갖게 됨). 

 
GR-9에 따른 건설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건설 공사 (Construction work)  

건설 공사는 건물의 운영, 유지 보수, 해체 및 재건과 관련된 작업을 포함하여 
실제 건설 활동을 포함합니다. 

2. 시공 컨설팅 (Construction consultation)  

시공 컨설팅은 건물의 종합적 또는 부분적 평가, 계획, 설계, 감독 및 건설 작업 
관리와 같은 건설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 범주는 GR-51에서 규정한 건설 
계획 및 감독에 대한 범주를 확장합니다. 

  

 
1 Government Regulation No.9 Year 2022 (GR-9) dated and effective from 21 February 2022 
2 Government Regulation No.40 Year 2009 (GR-40) dated on 4 June 2009 and effective from 1 August 2008 
3 Government Regulation No.51 Year 2008 (GR-51) dated on 23 July 2008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08 
4 Law No.2 Year 2017 (Law-2) dated and effective from 12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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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건설공사 (Integrated construction work)  

종합건설공사는 엔지니어링(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건설(Construction) 및 설계 및 건물 서비스 모델을 포함한 건설공사와 
시공서비스의 모든 조합을 포함합니다. 기존의 GR-51에서는 종합건설공사를 
건설공사의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공사는 GR-9에 따른 
건설공사와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므로 기존의 규정과 세무상 처리가 
동일합니다. 

 

상기의 분류는 "일반" 및 "전문가"의 업무범위로 구분하여 분류됩니다. 동 
업무범위는 건설 서비스 및 전력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GR-51 및 GR-40의 규정과 동일하게, 해당 세율은 건설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및 
자격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인 서비스 제공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업무 
능력 인증서(work competency certificate)가 요구되며, 회사는 인증서 이외에 
비지니스 규모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유형 
GR-51 GR-9 

분류 세율 분류 세율 

건설공사 

소규모 사업 

적격자 
2% 

• 소규모 사업 적격자 요건 충족 

• 작업능력증명서를 소지한 개인 
1.75% 

사업 인증서 

미충족  
4% 

사업 인증서 미보유한 기업 및 

개인  
4%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65% 

시공 컨설팅 (기존 GR-51 에 따른 
‘기획 및 감리’) 

사업 인증서 보유 4% 인증서 보유한 회사 및 개인 3.5% 

사업 인증서 

미보유 
6% 인증서 미보유한 회사 및 개인  6% 

종합건설공사 

(기존 GR-51 에 따른 건설작업에 
포함) 

소규모 사업 

적격자 
2%  

사업 인증서 

미충족 
4% 

회사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 
4%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회사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  
2.65% 

*중견기업 및 대기업 요건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문가를 의미함.   
 
또한, GR-9는 인증서 및 자격증(해외 건설용역서를 위한 기술 평준화 포함)을 
발부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가 인가한 비지니스 협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LPJK(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LPJK)에 등록된 
경우; 

b)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MEMR) 장관 또는 MEMR의 인가를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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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규정  

 
GR-9은 다음과 같은 경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a) 2022년 2월 21일 이전의 계약 또는 일부 계약에 대한 지급시: GR-51 및 GR-
40 규정을 적용; 

b) 2022년 2월 21일부터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에 대한 지급시: GR-9 규정을 
적용. 

 
GR-51 및 GR-40의 시행 규정은 GR-9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동 최종분리과세에 대한 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3 회계연도 경과후, 
재무부가 재평가 할 예정입니다. 건설 서비스 수수료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서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일반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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