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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 

2022년 3월 30일 재무부(MoF)는 하기의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a) "세금 납세자로 다른 당사자(“Other Party)"의 지정에 관한 PMK-581 및 정부

기관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납세 준수 절차

b) 정부 기관의 납세 등록 및 납세 준수 절차에 관한 기존의 PMK-231 2의 수정

규정인 PMK-593.

PMK-58 및 PMK-59 상의 정부 기관은 정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주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정부 기관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가 가득하거나 수령한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원천징수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에 해당됩니다: 

a) “Other Party”에 의한 세금 징수: 관련 정부 기관이 소액 현금(Uang

Persediaan) 또는 정부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b) 정부 기관에 의한 세금 징수/원천징수: 해당 정부 기관에서 Direct Payment를

통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PMK-58 의 범위 

PMK-58 은 정부 조달 정보 시스템(Sistem Informasi Pengadaan 

Pemerintah/SIPP)을 통해 정부 기관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와 정부 기관 간의 거래가 “Other 

Party”에 의해 촉진되고, 대금지급이 소액 현금 또는 정부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1 MoF Regulation No.58/PMK.03/2022 (PMK-58) dated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May 2022 
2 MoF Regulation No.231/PMK.03/2019 (PMK-231) dated 31 December 2019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0 

3 MoF Regulation No.59/PMK.03/2022 (PMK-59) dated 30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May 2022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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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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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는 경우가 동 규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PMK-59에 따른 

정부 기관에 의한 세금 징수/원천징수 방법에서 제외됩니다. 
 
“Other Party”는 SIPP 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에 참여하거나 거래를 

촉진하는 조달마켓플레이스 또는 온라인소매조달로 정의되며, 조달 프로세스에 

대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된 당사자여야 합니다.  
 
PMK-58 은 “Other Party”에 의한 세금 징수 거래 중 다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a) Direct Payment를 통해 지불이 이루어지는 공급업체와의 거래; 

b) “Other Party”를 통해 대중 교통을 제공하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지급. 
 
Article 22조 소득세  
 
“Other Party”는 하기와 같은 PMK-58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총수입금액의 

0.5%로 Article 22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a) 재화의 공급; 

b) 다음의 용역의 공급:

i) 국내 개인납세자에게 

지급된 용역비; 

ii) 예산 내에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포함한 

국내 법인에게 지급된 

용역비; 

iii) 국내 고정사업장을 포함한 국내 

법인에게 지급된 기술, 경영, 컨설팅 

및 기타 용역비;  

iv) 특정 납세자에게 제공된 국내 항만, 

항공서비스; 

v) 건설용역; 

vi) GR-234 에 따른 용역의 공급

c) 자산의 사용으로 기인되는 임대 및 기타 소득  
 
정부 기관(즉, “Other Party”를 통하지 않음)과 직접 수행된 거래에 대한 세금 

징수/원천징수 관련 사항은 기존 규정을 계속 준용합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PMK-58에 따라 징수된 Article 22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선납 소득세(일반 세율을 적용 받는 소득에 한함) 

b) Final Tax 의 일부(Final Tax 제도가 적용되는 소득에 한함). 동 

원천세(WHT)의 과소 또는 과다 납부는 공급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추가 

납부되거나 환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 Final Tax가 적용되는 건물 

임대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나머지 9.5% Final Tax 자체를 납부하여 0.5% 

Article 22 소득세를 "보충"해야 합니다. 
 
 
  

 
4 Government Regulation No.23 Year 2018 (GR-23) concerning Income Tax on revenue received by taxpayers with 
certain gross turnover, dated 8 June 2018 and effective from 1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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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징수 
 

PMK-58 에 따른 재화/서비스 공급은 현행 규정에 따라 총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및/또는 사치품 판매세(LST)가 적용됩니다. VAT는 “Other 

Party”가 부가세 징수자로 해당 세금을 징수, 납부 및 신고합니다. 

 

“Other Party”는 VAT가 면제되는 재화/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해 VAT가 징수되지 

않거나 VAT가 면제되는 시설이 포함된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VAT를 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PMK-58 과 PMK-59는 모든 당사자가 Tax ID 를 취득하고 VAT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등록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은 공급자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화/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또는 

b) “Other Party”를 통해서만 대중 교통을 제공하는 개인 
 
또한 공급자가 “Other Party”를 통해 정부 기관에 VAT 과세 대상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PMK-58에 따라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 인보이스 (Vendor invoices) 
 
SIPP 를 통해 정부 기관에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Article 22 

소득세 명세서 및 VAT 세금계산서(Faktur Pajak)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표준화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인보이스는 수수료 수령 이전까지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 시 공급자가 직접 발행하거나 공급자를 대신하여 “Other 

Party”의 시스템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 인보이스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a) 공급자, 매입자/용역을 제공받는 자, “Other Party”의 이름 및 Tax ID; 

b) 거래 대상 재화/용역; 

c) “Other Party를 통한 총 거래금액; 

d) 소득세, 부가세, LST 금액; 

e) 인보이스 발행일 및 일련번호(공급자 또는 Other Party의 시스템 상 표기되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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