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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Flash Tax Indonesia / April 2022 / No. 09 

HPP 법의 VAT 개정에 대한 시행령 
 

2022년 3월 30일 재무부(MoF)는 HPP(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시행령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규정은 주로 2022년 4월 1일자로 11%로 인상되는 
부가세율(2025년부터 12%로 인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동 텍스플래쉬는 시행령을 다룬 첫번째 텍스플래쉬이며, 타 재무부 규정의 
변경사항은 지속적으로 텍스플래쉬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HPP법의 최초 
협의에 대하여는 TaxFlash No.20/2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Foreign e-commerce) 
 
해외 전자상거래 공급에 대한 VAT 매커니즘은 Law No.2 Year 2020 및 해당 시행 
규정(PMK-481  및 PER-122)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MoF는 VAT 과세거래의 범위, 부가세 징수자에 대한 이커머스 규정 및 
부가세 의무이행(예: 등록, 징수, 납부)에 대한 재무부령 No.PMK-603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큰 관점에서 PMK-48 및 PER-12(TaxFlash 
No.09/2020, TaxFlash No.21/2020, 및 TaxFlash No.26/2020참조) 동일하며,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oF Regulation No.48/PMK.03/2020 (PMK-48) dated on 5 May 2020 and effective from 1 July 2020 
2 Director General of Taxes (DGT) Regulation No.PER-12/PJ/2020 (PER-12) dated on 25 June 2020 and effective 
from 1 July 2020. PER-12 remain valid as long as it does not contradict with PMK-60. 
3 MoF Regulation No.60/PMK.03/2022 (PMK-60) dated on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0 
revokes PMK-48. 
 

____________________ 

Implementing rules for 
VAT changes under the 
HPP Law P1 

Foreign e-Commerce P1 

The use of “Other 
Value” for the VAT 
imposition base P2 

Certain LPG products 
P2 
Tobacco products P3 
Subsidised fertiliser 
for the agricultural 
sectors P4 

Non-VATable goods 
and services that are 
subject to Regional 
Taxes P4 

Food and beverage P5 
Catering services P5 
Art and entertainment 
services P5 
Hotel services P5 
Parking services P5 

____________________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1/taxflash-2021-20.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0/taxflash-2020-09.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0/taxflash-2020-09.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0/taxflash-2020-21.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0/taxflash-20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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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60은 해외 이커머스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이 현행 부가세율과 동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PMK-60은 해외 이커머스의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Pengusaha Kena Pajak/PKP)의 지정과 관련하여 PMK-48 및 PER-12의 
규정이 신규 재무부 규칙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PMK-60은 해외 또는 국내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공급자와 인도네시아 내 사용자 간의 거래에 대한 VAT는 해외 이커머스 
공급자 또는 국내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을 근거로 해외 이커머스 공급자 및 국내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는 이커머스 부가세 징수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커머셜 인보이스, 
빌링, 주문확인서 또는 유사한 서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VAT 신고  
 
이커머스 부가세 징수자는 반드시 하기의 정보를 포함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인도네시아 내 사용자 수; 
b) 부가세를 제외한 지급금액; 
c) 징수된 부가세 금액; 
d) 최소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는 부가세 거래의 세부사항: – 신규 

1. 각각의 부가세 징수고지서(slip)의 번호 및 일자; 
2. 각각의 부가세 징수고지서에 대한 지급금액(부가세 제외); 
3. 각각의 부가세 징수고지서에 대한 부가세 징수금액; 
4. 부가세 징수고지서에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인도네시아 내 사용자의 이름 

및 세무등록번호. 
 

기존에는 DGT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징수된 VAT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의 
제출의무가 있었습니다. PMK-60에 따라, DGT는 DGT의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세부 정보를 여전히 요청할 수 있으나, 상기 d)의 항목은 부가세 
납부 금액으로 대체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가액’을 사용하는 경우(Dasar 
Pengenaan Pajak/DPP Nilai Lain)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가액"의 사용은 부가세법 8A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재무부 규정 중 세 개의 규정은 특정 액화석유가스 제품, 담배제품 및 
농업분야의 정부 보조 비료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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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정 액화석유가스(LPG) 제품  
 
재무부 규정 No.PMK-624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LPG 제품에 대한 부가세 계산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LPG 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PMK-2205에 도입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부분(즉, 정부가 부담하는 부가세) 및 보조금을 받지 않는 부분(즉: 
고객이 부담하는 부가세), 부가세 의무 및 매입부가세 공제에 대한 PMK-62의 
조항은 PMK-220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TaxFlash No.01/2021 참조). PMK-62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으로써 "기타 가액(Other Value)"의 사용은 정부가 지정한 법인이 
공급하는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유통 에이전트 또는 하위의 유통 에이전트가 
공급하는 시점에는 “최종부가세(Final VAT)”를 적용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가액”의 적용 
 
정부가 지정한 법인이 배송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기타 가액”은 소매 
판매 가격의 100/(100+t)입니다. 여기에서 't''는 일반적인 부가세율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부가세율에 "기타 가액(Other Value)"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Final VAT 
 
일반 부가세율에 지정된 백분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Final VAT 세율을 
산출합니다. Final VAT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1/101.1 (2022년 4월 1일부터) 
b) 1.2/101.2 (12% VAT 세율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적용) 

 
여기에 유통 에이전트 또는 하위 유통 에이전트의 마진을 곱합니다(즉, 마진은 
VAT 과세표준으로 간주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 지정 법인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나, 유통 에이전트 또는 하위 유통 
에이전트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B. 담배 제품 
 
재무부 규정 No.PMK-636 은 담배 제품에 대한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시 사용되는 
부가세율을 신규로 발표하였으며, 기타 다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4 MoF Regulation No.62/PMK.03/2022 (PMK-62) dated on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2 
revokes PMK-220. 
5 MoF Regulation No.220/PMK.03/2020 (PMK-220) dated and effective from 28 December 2020 
 
6 MoF Regulation No.63/PMK.03/2022 (PMK-63) dated on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3 
revokes PMK-174 as lastly amended by PMK-207.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1/taxflash-202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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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PMK-1747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세 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조항은 PMK-174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TaxFlash 
No.26/2015참조). PMK-63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가액”의 적용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공급의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기타 
가액"은 소매 판매 가격의 100/(100+t)입니다. 여기에서 't''는 일반적인 VAT 세율을 
의미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부가세율에 "기타 가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PMK-63은 해당 부가세율 및 "기타 가액"에 따라 담배 제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를 
반올림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a) 2022년 4월 1일부터 공급되는 담배제품의 경우 소매 판매 가격의 9.9%; 
b) 12%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소매 판매 가격의 10.7%. 

 
기타 규정 
 
a) 부가세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담배제품을 공급하는 시점에만 징수됩니다; 
b) 담배제품을 타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업자는 부가세를 

징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c) 담배제품만을 공급하는 유통업자는 PKP를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유통업체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C. 농업분야 정부 보조 비료 
 
재무부 규정 No.PMK-668 은 보조금을 받는 비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기준을 
개정하고, 기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비료 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PMK-62/20159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세의무 및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PMK-66 조항은 PMK-62/2015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TaxFlash No.12/2015 참조). PMK-66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7 MoF Regulation No.174/PMK.03/2015 (PMK-174)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207/PMK.010/2016 
(PMK-207) 
 
8 MoF Regulation No.66/PMK.03/2022 (PMK-66) dated on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MK-66 
revokes PMK-62/2015. 
9 MoF Regulation No.62/PMK.03/2015 (PMK-62/2015) dated on 26 March 2015 and effective from 25 April 2015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15/taxflash-2015-26.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15/taxflash-2015-26.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15/taxflash-201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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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비료 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율에 "기타 가액(Other 
Value)"(VAT 과세표준)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가액”의 적용 
 
비료에 대한 "기타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100/(100+t) x 보조금 지급액(부가세 포함)}에 따라 계산된 보조금 부분; 
b) {100/(100+t) x 최고 소매 가격}에 따라 계산된 비보조 부분. 
 
여기서 't'는 현행 부가세율입니다. 

 
기타 규정 
 
a) 부가세는 보조금을 받는 비료가 공급되는 시점에 생산자에 의해서만 

징수됩니다. 
b)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유통업자 또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소매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c) 보조금을 받는 비료만 제공하는 유통업자와 소매업자는 PKP를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산자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유통업자 및 소매업자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가 과세대상인 부가세 비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  

재무부 규정 No.PMK-7010은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음식 및 음료("F&B"), 
케이터링 서비스,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호텔 서비스 및 주차 서비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상기와 같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이미 지방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부가세 면제를 통해 이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음식 및 음료 
 
여기에는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식음료(식사 또는 테이크아웃)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따라 제공되는 식음료가 포함됩니다. 레스토랑은 테이블, 
의자, 식기와 같은 식사 관련 필요 시설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MoF Regulation No.70/PMK.03/2022 (PMK-70) dated on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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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a) 고객 주문에 따라 재료 조달, 준비, 보관 및 제공 
b) 재료를 준비하거나 보관한 장소가 아닌 고객이 지시한 다른 장소에서 서빙 
c) 식기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 

 
F&B 공장, 공항 라운지, 슈퍼마켓 등에서 제공하는 F&B(F&B만 판매하지 않음)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B. 케이터링 서비스 
 
부가세 면제 대상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요건은 상기와 동일합니다.  
 
C.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PMK-70은 12가지 유형의 부가세 면제 대상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용 게임 공간과 장비를 갖춘 전시회, 예술 공연 및 
게임 스포츠가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은 부가세 면제 대상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a) 골프장 및 골프장비 제공; 
b) 인터넷 또는 전자 채널을 통한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스트리밍 제공. 

 
D. 호텔 서비스 

 
부가세 면제 대상 호텔 서비스는 호텔, 빌라, 리조트 등의 객실 또는 공간 임대와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객실 임대에는 숙박 및 룸 서비스, 엑스트라 베드, 세탁, 
스포츠 시설, 호텔 교통편과 같은 부대 시설이 포함됩니다. 행사 또는 회의를 위한 
호텔 공간 임대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기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호텔 서비스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a) 행사나 회의를 위한 호텔 공간 임대 이외 ATM, 사무실, 은행 시설 등의 임대; 
b) 일반적인 호텔 서비스와 구별되는 아파트, 콘도미니엄 등의 단위 또는 공간 

임대(관련 시설 포함); 
c) 호텔 경영진이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 

 
E. 주차 서비스 
 
부가세 면제 대상 주차 서비스는 주차 공간 제공 및 발레파킹 서비스입니다. 주차 
공간 소유자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주차 공간 관리 서비스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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