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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의 COVID-19 Tax Incentive 및 COVID-19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제 업데이트  

2022년 7 월 11 일 재무부(MoF)는 하기 두 가지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1. No.PMK-1131  ‒ 의료 분야의 Tax Incentives 및 GR-292에 따른 소득세

인센티브에 관한 PMK-2263  업데이트

2. No.PMK-1144 ‒ COVID-19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를 위한 Tax Incentives

관련 PMK-35 업데이트 

기존 2022년 6월까지였던 인센티브 기간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으나 연장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즉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PMK-113 

및 PMK-114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으며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TaxFlash6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1. 의료 분야의 Tax incentives (PMK-113):

a) 특정 의료 용품을 특정 당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VAT) 

b) 특정 당사자의 특정 의료 용품 구매에 대한 제 22조 소득세 면제

1 MoF Regulation No.113/PMK.03/2022 (PMK-113) dated and effective on 11 July 2022 
2 Government Regulation No.29 Year 2020 (GR-29) dated and effective on 10 June 2020 
3 MoF Regulation No.226/PMK.03/2021 (PMK-226) dated on 31 December 2021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2 
4 MoF Regulation No.114/PMK.03/2022 (PMK-114) dated and effective on 11 July 2022 
5 MoF Regulation No.3/PMK.03/2022 (PMK-3) dated and effective on 25 January 2022 
6 TaxFlash No.11/2020, TaxFlash No.25/2020, TaxFlash No.40/2020, TaxFlash No.02/2021, TaxFlash No.13/2021, 
TaxFlash No.03/2022, and TaxFlash No.05/2022 

____________________ 

Update on COVID-19 tax 
incentives in medical field 
and for taxpayers 
impacted by COVID-19 
pandemic P1

____________________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0/taxflash-2020-11.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0/taxflash-2020-25.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0/taxflash-2020-40.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1/taxflash-2021-02.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1/taxflash-2021-13.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2/taxflash-2022-03.pdf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2/taxflash-2022-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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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부로부터 의료 종사자가 받는 추가 소득에 대한 제 21 조 Final Income 

Tax 의 0% 세율 적용 인센티브 
 

2. COVID-19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세제 업데이트(PMK-114): 

a) 적격 납세자의 수입에 대한 제 22조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b) 제 25 조에 따른 적격 납세자의 월별 소득세 분할 납부액이 50% 감소합니다. 

c) 관개용수 활용 촉진 프로그램(Percepatan Peningkatan Tata Guna Air 

Irigasi/P3-TGAI 프로그램)에 따라 납세자가 받는 건설 소득에 대한 최종 

소득세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PMK-113에 따른 VAT 인센티브 관련 규정  
 
상기 문단의 인센티브 1a)에 따른 국내 공급의 VAT 세금계산서에 오타가 있거나 

PMK-226 및 PMK-1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VAT 사업자(Pengusaha 

Kena Pajak/PKP)는 수정된 VAT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2021 년 해당분은 2022년 12월 31 일까지, 2022년 해당분은 2023년 

1 월 31 일까지이며 수정신고 되지 않은 경우 VA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PKP 는 인센티브를 받는 공급거래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납부할 VAT를 함께 징수해야 합니다. 
 
이미 VAT 면제 인센티브를 받은 특정 과세 대상 재화는 PMK-11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부 인센티브가 부담하는 VAT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2년 7 월 1 일부터 7 월 10일까지 인도된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는 PMK-226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적용 받기 위한 신고 또는 신청  
 
PMK-113 및 PMK-114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22조 소득세 징수 관련 세금 면제 서식(Surat Keterangan Bebas) 재신청 

• PMK-113에 따라 VAT 및 22조 소득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추천서 재신청 

• PMK-114에 따른 제 25 조 소득세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통지서 다시 제출. 

2022년 7 월부터 제 25 조 소득세 인센티브를 계속 적용하려는 납세자의 경우 

늦어도 2022년 8 월 9일까지 신고서 제출 필요 

 
P3-TGAI 건설 소득에 대한 Final Income Tax 인센티브 실행 보고서 
 
PMK-3에 따라 P3-TGAI 건설 소득에 대한 Final Income Tax 실행 보고서는 원천 

징수자가 세무국(DGT)의 전산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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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MK-114에 따라 실행 보고서는 세금 원천징수자가 공공사업 및 

공공주택부의 수자원 국장인 승인 당사자(AP)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AP 는 

늦어도 2023년 1 월 31 일까지 DGT의 전산사이트에 해당 실행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세금 원천징수자가 PMK-3에 따라 실행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다음을 통해 실행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제출기한: 2022년 12월 31 일). 

• 2022년 1 월 – 6월 기간의 AP; 

• 2021 년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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