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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2022년 3월 31 일, 국세청(DGT)은 2022년 4월 1 일에 발효된 부가가치세(VAT)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에 대해 PER-031 을 발행하였습니다. PER-03은 종전의 VAT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기존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도입된 옴니버스 법안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VAT 세금계산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추가)

PER-03은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의 상품에 대한 VAT 세금계산서에 추가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신규 자동차의 경우 - 브랜드, 유형, 변형 및 프레임 번호(nomor rangka)

b) 토지 및 건물의 경우 - 전체 주소

c) Free Trade Zone 내의 과세 대상 재화(Barang Kena Pajak/BKP) - BKP 의 이름

및 HS(Harmonized System) 코드.

1 DGT Regulation No.PER-03/PJ/2022 (PER-03) dated 31 March 202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22. PER-03 
revokes: 
a. DGT Regulation No.PER-58/PJ/2010 (PER-58) dated 13 December 2010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11;
b. DGT Regulation No.PER-24/PJ/2012 (PER-24) dated 22 November 2012 and effective from 1 April 2013 as

lastly amended by DGT Regulation No.PER-04/PJ/2020 (PER-04) dated and effective from 13 March 2020;
c. DGT Regulation No.PER-16/PJ/2014 (PER-16) dated 20 June 2014 and effective from 1 July 2014 as lastly

amended by DGT Regulation No.PER-10/PJ/2020 (PER-10) dated and effective from 19 June 2020;
d. DGT Decree No.KEP-754/PJ/2001 (KEP-754) dated 26 December 2001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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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AT 총괄신고체계 (centralization mechnism)에 따른 VAT 인보이스 상 

주소  
 

BKP 또는 과세 대상 용역(Jasa Kena Pajak/JKP)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실제 

공급지가 VAT 총괄신고 대상인 VAT 과세사업자(Pengusaha Kena Pajak/PKP)의 

주소와 다른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a) 이름 및 Tax ID 는 부가세 총괄신고시 사용하는 이름 및 Tax ID 를 사용하여야 

함. 

b) 주소는 BKP/JKP 수령인의 실제 배송 주소를 사용하여야 함. 
 

부가세 총괄신고 대상인 PKP 는 기존에는 부가세 인보이스를 PKP 의 주소지로 

기재하였으나, 동 개정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실제 재화/서비스를 수령하는 

주소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 사항이 LTO, 자카르타 특별 

세무서 및 중견세무서에만 국한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관한 세무서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c. 거래 코드 
 
VAT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새로운 거래 코드(예: 코드 "05")는 Harmonisation of 

Tax Regulations(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의 9A조에 규정된 "Final" 

VAT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PER-03에 도입되었습니다.  
 
d. VAT 전자 세금계산서 (e-FP) 업로드 기한  
 
PER-03은 DGT 승인을 받기 위해 e-FP가 생성된 다음 달 15일까지 e-FP를 

업로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DGT는 업로드된 e-FP를 

부인하며 정상적인 VAT 인보이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 Host to Host e-FP Application 
 

호스트 간 e-FP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ER-03에 따라 VAT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PKP가 수행하는 

호스트 간 e-FP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DGT가 

Host-to-Host PKP의 지정을 취소할 때까지는 기존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f. 경과 규정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VAT 인보이스에 대해 매입부가세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a) BKP/JKP 수령인의 주소가 공식 PKP 임명 서신에 명시된 주소와 상이한 

경우; 

b) VAT 세금계산서가 e-FP 실행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i. DGT에서 제공한 것과 상이한 세금계산서 일련번호(Nomor Seri 

Faktur Pajak/NSFP)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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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금계산서 상 중복된 NSFP 를 사용; 

iii. 세금계산서 생성 날짜가 NSFP 발행 서신 날짜보다 이전인 경우; 

c) e-FP 에 승인된 자가 서명을 했으나 승인된 자의 정보가 세무서에 늦게 

통지되거나 통지되지 않은 경우. 
 

다만, PER-03에 따라 PER-24 jo PER-04에 따라 발행된 VAT세금계산서가 위의 

카테고리 a)를 포함하여(수취인의 주소가 실제 주소인 경우에만) 상기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인보이스는 매입부가세 공제 조항에 따른 

요건에 충족해야 함). 
 
사례에 대한 예시, e-FP에 필요한 추가 정보 기입 절차, e-FP 교체 절차 등은 PER-

03 첨부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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