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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31일 

2018년 10월호 

 

 

인도네시아 세무 안내 

 SABH 및 OSS를 통한 세금 등록 번호의 전자 등록 

 

납세의무자 등록번호의 전자적 등록에 관한 재경부장관령 (“MoF”)  No. 

71/PMK.03/2018 (“MoF-71”) 시행으로 인하여 조세행정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법인 납세자의 납세번호 등록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고 담당 

공증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9월10일에 국세청장은 PER-

20/PJ/2018 (“PER-20”)를 발행하였읍니다. MoF-71은 SABH1와 OSS2를 

통해 납세의무자 등록번호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을 전자적으로 

(온라인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PER-20 규정은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읍니다: 

 

 SABH를 통해 납세의무자 등록 번호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공증인을 통하여 업무가 처리되어야하며 OSS의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읍니다. 온라인 등록 후 필요한 증빙 서류는 30일 이내에 관련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세무서는 온라인 등록후 1 영업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등록 번호를 발급/제공하여야 합니다.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증빙 서류의 제출에 대한 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요청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가 

                                       
1 Legal Entity Administration System, hereinafter abbreviated as SABH, is an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company 

held by the Directorate General of General Legal Administration. 
2 Electronic Integrated Business Licensing or Online Single Submission, hereinafter abbreviated as OSS, is Business Licensing 

issued by OSS Institutions for and on behalf of ministers, heads of institutions, governors or regents / mayors to business actors 
through integrated electronic systems. 

이번호: 

1. SABH 및 OSS를 통한 세금 등록 

번호의 전자 등록 

2. 보세 구역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 
3. Valuation 관련 

4. 소포 수입에 관한 조항 

5. 세관 신고 

6. 소비재 상품의 비축, 수입, 수출 및 운송 

절차 

7. 수입자 식별 번호 



Indonesia Tax Info | October 2018 

Page 2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납세의무자 번호가 실효되도록 (Wajib Pajak Non Efektif) 처리할 수 있읍니다. 

 

DGT 온라인(ereg.pajak.go.id)을 통한 전자 등록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을 통하는 현재의 방법으로도 납세의무자 등록 

번호를 획득할수 있읍니다. 

 

PER-20은 2018년9월10일부터 유효 된다. 

관세 Focus 

보세 구역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 

 

재경부장관은 보세 구역에 관한 No. 131/PMK.04/2018 ("PMK-131") 규정을 발행하였읍니다. PMK-131은 120호 재경부 

장관령과 (No.120/PMK.04/2013 (“PMK-120))과 이전 147호 장관령을(No. 147/PMK.04/2011(“PMK-147”))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PMK-131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MK-131에 의거 보세 구역 면허를 취득하려면 Online Single Submission (“OSS”) 시스템과 통합된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INSW”)의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PMK-147은 관할 

세관장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읍니다.  

2. 이전 PMK-147 규정은 보세 구역의 위치가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PMK-131에서는 

생산으로 인해 원료 및/또는 재화를 비축 할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는 공간에 대하여도 보세구역을 

적용할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3. 이전 PMK-147 규정은 보세 구역 허가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이 가공되거나 조립될 장소에 수입된 수입품이나 반입된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자에게 부여될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나 이와 달리 PMK-131은 보세 구역 허가가 다음과 같이 부여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a. 직접 또는 간접 수출 목적; 

b. 수입 대체품; 

c. 하위 사업을 지원 목적; 및/또는 

d. 항공, 해운, 철도 및/ 또는 방위 및 보안 사업같은 특정사업을 위하여 가능 

4. PMK-131은 보세 구역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합니다: 

a. 재무제표 및 / 또는 연례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b. 보세구역 설비시설, 투자, 종업원 수 및 제품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 

5. 이전 PMK-147은 보세 구역 운영자가 보세 창고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PMK-131은 보세 구역 

운영자의 위치에서 보세 창고 및 보세 물류 센터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고 추가 규정된다.  

 

PMK-131은 2018년11월26일부터 발효된다. 

 

Valuation 관련 

 

재경부장관은 세관 심사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및 관세청으로부터 세관 가치의 결정 및 세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No. 134/PMK.04/2018의 규정을 새로운 규정으로 발행된다.  

PMK-134의 중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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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평가 조언 신청을 처리 할 수 있다: 

a. 세관 접근 플랫폼에 등록 된 수입자가 제출; 

b. 하나의 물질에 대해 제출; 

c. 제출 된 물질 자료가 이의 과정이나 심사청구 중이 아님; 

d. 제출 된 물질은 관세 및 소비세에 속하지 않다; 

e. 수입 물품은 세관 신고서에 제출되지 않다; 또한 

f. 수입 될 물품은 수입자에 의한 무역 대상. 

2. 평가 조언을 위한 신청서는 관세 및 소비세 본부(“DJBC”)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 될 수 있다.  

3. 평가 조언 신청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다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a. 구매 주문서 (“PO”), 신용장 (“L/C”), 송장, 확인 메시지, 판매 계약서 또는 지불과 관련된 유사한 서류의 

형태가 될 수 있는 문서; 또한 

b. 제안 된 세관 가치의 물질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i. 판매 계약 (지원, 로열티, 상표, 면허, 저작권, 보증, 에이전트 / 브로커, 수익금) 

ii. 보험 정책 

iii. 명백한; 및/또는 

iv. 세관 가치와 관련된 기타 모든 서류. 

4. 평가 조언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발급 되어야 한다; 

a. 공인 경제 운영자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또는 세관 주요 파트너가 근무하는 30일; 

또는 

b.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다른 수입자를 위한 40일 근무일. 

5. 평가 조언의 결과가 발표된 후 7일 이내에 수정 될 수 있다. 또한 평가 조언의 결과 개정 신청은 한 번만 제안 할 수 

있으며 다음 기간 동안 추가 처리된다: 

a. 수입 상품의 거래 가격에 추가, 축소 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나 비용의 동일한 구성 요소가 발송된다; 또한 

b. 다른 평가 결과를 산출 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및/또는 문서가 있는 경우. 

6. 평가 조언은 수입 시점의 거래 조건이 이전의 평가 조언과 일치하는 한 발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 된다. 평가 조언 

결과는 수입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첨부해야 된다.  

 

PMK-134는 2018년11월3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소포 수입에 관한 조항 

 

재경부장관은 소포 수입 규정에 관한 재경부장관 규정 No. 182/PMK.04/2016을 개정하기 위해 규정 No. 112/PMK.04/2018을 

발급되었다. 재경부장관은 소포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입 물품의 양이 증가하고 수입자가 수입품의 관세 및/또는 관습 가치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발표했다.  

PMK-112가 개정한 PMK-182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PMK-112는 PMK-182와 비교하여 수입품에 대한 데이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 전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이전에 PMK-182는 화물 당 최대 FOB USD 100의 세관 액으로 소포가 수입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PMK-112는 수입 관세 면제가 물품 수급자 당 FOB USD75의 최대 세관 가치에 대해 부여된다는 규정을 

개정되었다; 

3. PMK-182에 따라 관세 및 소비세 공무원은 관세 가격이 FOBusd100을 초과 할 경우 관세 가격 및 관습을 결정해야 



Indonesia Tax Info | October 2018 

Page 4 

 

하며 PMK-112 하의 관세 및 관습을 결정은 관세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선적시 FOB USD75를 초과하는 경우 

수행 된다; 

4. 이전에는 PMK-182에 따라 분리 된 형태의 소포에 최대 40개의 담배, 10개의 시가, 40 그램의 파쇄 된 담배 / 기타 

담베 제품을 지닌 선적물 당 각각의 물품 수령자에 대한 수입 관세 및/또는 세금 면제가 부여 될 수 있다. PMK-112는 

이 몰록에 40 밀리리터의 기타 담배 제품을 추가된다.  

5. PMK-112는 서면, 계산 및/또는 서면으로 실수가 있는 수입 관세, 소비세 및/또는 세금 납부 지연서(SPPBMCP)의 

추가, 축소 또는 철회를 포함하여 SPPBMCP를 수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된다. SPPBMCP에 대한 수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행 할 수 있다:  

a. 지정된 우편 서비스로 전달 된 배달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b. 수입되지 않은 채무, 소비세 및/또는 세금이 지불되었다.  

 

PMK-112는 2018년10월10일부터 발효되었다. 

 

세관 신고 

 

재경부장관은 가장 최근에 법령 No. 159/PMK.04/2017(“PMK-159”)에 의해 개정 된 재경부장관 규정 

No.155/PMK.04/2008(“PMK-155”)을 개정하기 위해 규정 No. 104/PMK.04/2018(PMK-104”)을 발급되었다.  

PMK-104 주요 규정은 다음 과 같다: 

1. 수입 신고서에서 수입자는 PMK-10에 규정 된 부착물 (“PMK-104에 부착”)에 명시된대로 단위 또는 교단을 사용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수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수출 신고서에서 수출업자는 첨부 서류 B에 수출되는 물품의 수량에 관한 정보를 PMK-104에 첨부 된 단위 또는 

교단을 기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세관 영토 안팎으로 외화의 형태로 현금을 운반하는자는 첨부물의 외화 부분을 PMK-104에 사용하여 외화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PMK-104는 2018년9월3일에 발효되었다. 

 

소비재 상품의 비축, 수입, 수출 및 운송 절차  

 

관세 및 소비 국장은 비축, 수입, 수출, 및 운송 또는 소비세 대상 품목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정 No. PER-02/BC/2015 (“PER-

02”)를 개정하기 위해 규정 No. PER-16/BC/2018(“PER-16”)을 발급했다. 

다음은 PER-16의 주요 규정에 대한 요약된다: 

1. 다음 회사에서 세관 및 소비세 대상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및 소비 세원의 직접 jatk에 관한 새로운 조항 

(제7a조) 추가된다:  

a. 저 위험 공장 기업가 또는 저장 장소 기업가; 또는 

b. 공장이나 저장 장소로의 가연성 제품의 방출이 동일한 관세 및 소비세 관청의 감독 관할 내에 있는 한 중간 

위험 공장 기업가 또는 저장 장소 기업가. 

2. 제조자, 저장 기업가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세 물품 서류 (CK-5)의 보호하에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과세 

대상 물품을 운송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조항 (제14a조) 추가 된다; 또한 

3. 위의 변경 사항에 맞게 첨부 파일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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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16은 2018년9월2일에 발효되었다. 

 

수입자 식별 번호 

 

무역부장관은 수입자 식별 번호 (“API”)에 관한 2018년의 규정 75 (“MDAG-75”)를 발행했다. MDAG-75는 전자 통합 사업 

면허 또는 온라인 단일 제출(“OSS”)가 관련하여 2018년 정부 규정 No. 24 (“PP-24”)에 대한 조정으로 무역부장관 규정 No. 

70/M-DAG/PER/9/2015 (“MDAG-70”)를 대체한다. 

PP-24는 각 회사에 대한 사업자 식별 번호 (“NIB”)를 생성하는 온라인 통합 사업 면허에 관한 서비스를 비준한다. 또한 

MDAG-75는 NIB가 API로서도 기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특정 비즈니스 사업은 구체적으로 다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화 수입자는 일반 수입자 식별 번호 (“API-U”)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에너지, 석유 및 가스 사업자 

또는 계약자는 반드시 생산자 수입자 식별 번호 (“API-P”) 대외 무역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MDAG-75의 규정에 대한 요약된다: 

1. API가 회사의 본사에서만 게최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2. API 보유자가 발행일로부터 5년마다 발행 기관에 재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3. MDAG-70과 비교하여 MDAG-75는 다음과 같이 API 일시 중지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한다: 

a. 수입 실현에 대한 의무 보고를 수행하지 않다; 

b. API 애플리케이션 문서에 잘못된 정보 나 데이터를 제출한다; 

c. 수입 물품에 대한 책인을 지지 않다; 

d. 수입 부문의 법률 및 규정 조항을 위반한다; 또한 

e. 수입과 관련된 문서 및 편지를 남용한다. 

4. 이전에 MDAG-70에서 양이 정지 된 API는 수입업자가 의무를 수행하는 한 재 활성화 될 수 있지만 MDAG-75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API를 활성화 할 수 있다: 

a. 수입업자는 의무를 이행한다; 및 /또는  

b. 1년 동안 일시 중지된 API는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다. 

5. 이전에 MDAG-70은 API 해지 날짜로부터 1년 또는 2년 후에 API가 해지 된 수입업자가 API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허용했다. 현재 수입 업체는 API 해지 일로부터 2년 후에 만 새로운 API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MDAG-75는 2018년7월20일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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