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Flash

www.pwc.com/id

Tax Indonesia / January 2016 / No.03

Excise exemption in Bonded Zones and Bonded Warehouses
P1

/ Tax facility on the delivery of

anode slime
P1

/ Lower withholding tax rate on time deposit interest for exporters
P2

보세구역 및 보세창고 내에서의 소비세 면제

정부는 2015 년 11 월 25 일에 정부령 No.85/2015(GR-85)를 발표하여 보세 비축(Bonded Stockpiling)과 

관련한 규정 GR No.32/2009 를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세구역 및 보세창고에 대하여 신규 소비세 

혜택이 추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현행 조세 및 관세 혜택은 다음과 같다.  

 수입세의 유예

 부가세, 사치세 및 소득세 22 조의 비징수

 소비세의 면제 (신규)

애노드 슬라임(anode slime)의 공급에 대한 조세혜택

애노드 슬라임은 구리 정제로 부터 양산되는 부산물로서 골드바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애노드 

슬라임 산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령 No.106/2015(GR-

105)를 발표하여 애노드 슬라임이 골드바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략적 재화로 규정하였다. 

중요한 점은 애노드 슬라임의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경우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는 부가세 면제와 다르게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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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106 은 발표로 부터 30 일 이후인 2015 년 1 월 26 일부터 적용된다. 전략적 재화는 반드시 기존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징수되지 않은 부가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자를 위한 정기예금(time deposit) 이자에 대한 낮은 원천징수 세율

루피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정부령 No.123/2015(GR-123)을 발표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규정인 소득세 4 조 2 항 및 중앙은행 자격증에 대한 규정인 GR No.131/2000 개정하였다.

GR-123 은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되는 수출자 자금(Devisa Hasil Ekspor)을 재원으로 하는 정기예금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낮은 최종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a. USD 정기예금:

 1 개월 만기 정기예금 : 10%

 3 개월 만기 정기예금 : 7.5% 

 6 개월 만기 정기예금 : 2.5%

 6 개월을 초과하는 만기 정기예금 : 0%

b. IDR 정기예금:

 1 개월 만기 정기예금 : 7.5%

 3 개월 만기 정기예금 : 5%

 6 개월 만기 또는 6 개월을 초과하는 만기 정기예금 : 0%

GR-123 은 2015 년 12 월 28 일부터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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