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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초, 신광업법 도입 이후 3년, 인도네시아 광산업은 정부규제의 불확실성 및 법규의

불명확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주요 상품의 지속적인 수요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사실상 광산업 법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확신을 주고 인도네시아 광산업을 호의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가격 벤치마크 및 국내공급의무 규제(DMO)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며, 투자자들의 전망을 방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규로

인해서 외국 광산업 license holder들의 51% 투자처분 의무는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고,

2009년도 이후부터 만들어진 significant advances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갑작스런 변화가 정부의 광산업 외국 투자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인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확정된 주요 규제 적용이 지연되고, 광산업 가능 지역의 mapping process도

지연됨으로써, 정부는 광산업 규제 환경을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광산 프로젝트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보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규제 개혁의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일부 정보는 update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광산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북이 아니지만, 광산업

분야 투자 및 조세 관련 주요 사안을 위한 가이드북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리서치를 해야 할 것이며, 투자 및

운영관련 필요사항에 대한 updated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도네시아의 사회, 정치,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PwC Indonesia의 special mining team을 contact하십시오. PwC

Indonesia mining specialist의 자세한 정보는 Appendix G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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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광산업 규제 체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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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인도네시아는 coal, copper, gold, tin , nickel을 대량 생산하는, 세계 광산업에서 중요한 나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일반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며.

글로벌 광산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석탄과 광물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광산업 정책 및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석탄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인 투자가, 특히 Greenfield 프로젝트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09년

신광업법(new 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4)과 그에 따른 규제 적용이 투자자들에게

규제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광산국가로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업법 도입 3년 후, 투자 레벨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요 규제 적용 지연 및 일부 규제들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서, 변화가 완벽히 적용되어 영향을 주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 투자를 위한 오랜 광물 개발 협정(CoW) 체계와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을 위한 licensing 시스템은 신광업법 도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광업법은 새로운

지역 기반 licensing 시스템 및 정부 개입으로 인한 투명한 licensing 허가 입찰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신광업법에 따라 국가와 지역 정부는 국가 광업 정책, 표준, 지침 및 기준을 설정뿐만 아니라 

광산 승인 절차를 결정하는 것까지, 광산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개발, 관리, 평가 및 분쟁 해결에도 참여합니다.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에서 광산 산업 투자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광물 개발로부터 얻은 이익을 인도네시아 내 높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투자자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균형 있게 나누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인도네시아가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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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업법하에서 중앙 정부는 비록 현재 광업 가능 지역 mapping을 못했지만, 채굴 가능 지역을

결정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중앙 정부는 광산 가능 지역 결정에 대한 더 높은 통제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임업과 같이 다른 목적을 위해 reserve되어 있는 지역과의 중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토지 사용자의 주장으로 인해 지도 제작이 어려워 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mapping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국가 수요 성장률 예상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업 license holder는 하청업체에 광산 업무 전체를 하도급으로 계약하기 보다는, 

일부라도 자신이 직접 수행하도록 규제를 제정함으로써, 광업 license holder에게 더 

많은 운영 책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광산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인도네시아에 유보 및 재투자는 시행규칙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연차 10년 이전까지 투자자들의 광업사업허가 지분을 최대 

51%까지 매각 할 수 있음,

 가공처리 되지 않은 광물석 수출 제약 및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가공처리

의무화,

 최소한의 국내시장 판매 의무 절차 도입,

 석탄 및 광물과 같은 원자재 수출 시, 거래의 최소 금액을 정하는 

가격 벤치마크 체제 도입

 규제 초안에 의해 석탄 열량 5,700kCal 미만 수출을 금지하고 저열량탄은 

가공 및 upgrade 의무화

최신 발행 한 정부 규제는 신광업법의 실행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만, 

광업 활동 가능 지역과 같은 발행해야 할 주요 규정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회수와 국내 가공처리 의무화와 같은 규제들의 명확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현재 이러한 

미해결된 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을 아직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ontribution to Indonesian economy

광업은 여러 측면으로 인도네시아에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득은 

원격지의 발전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정도 규모와 속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원격지에서는 광산회사가 유일한 고용주일 때가 많습니다.

최근, 광업은 인도네시아 GDP의 약 4~5%정도 기여 했으나, Papua, Bangka-Belitung,

West Nusa Tenggara and East Kalimantan를 포함한 많은 주의 지역 경제에서 더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큰 규모의 광업 인프라 프로젝트 및 개선된 

규제 환경을 토대로 앞으로 국가 GDP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석탄 생산이 2011년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cooper와 gold와 같은 주요 

광물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 가격 및 운영 이슈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광산 분야 투자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신광업법의 영향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보이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Indonesian Mining Output - % Change Sinc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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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이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가증을 좀 더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의 석탄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석탄 

들은 프로젝트 증설에 투자하려 하고 있으며, 2012년도 이후부터 석탄 생산량이 더욱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아는 지속적인 글로벌 원자재 수요로 인해 투자에 적합한 곳이지만,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미해결된 신광업법 법안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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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광물 및 탄광업 규제 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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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ng Law

광물 및 석탄 광산 활동은 2009년 1월 12일에 제정된 신광업법(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 4/2009 (“Mining Law”))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법령은 기존의 모든 광물개발협정 

(CoW/CCoW)을 포함한 2009년 이전의 인도네시아 광업 영업권 체제관련 법령인 Mining 

Law No. 11/1967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신광업법에 따라 시행방법의 내용을 제시하는 

시행규칙이 제정됩니다. 핵심 시행규칙 일부분은 최근 발행되었지만, 명확성이 필요한 주요 

규제 중 일부는 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도입된 신광업법은 예전 인도네시아 광업 규제 체제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광산 프로젝트는 더 이상 계약기반 영업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자를 위한 

광물개발협정(CoW/CCoW)과 광권(KP), 채굴권, 인도네시아 투자자를 위한 체재들이 단일화된 

특정 광업 지역 기반 license system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신광업법은 지역 및 자원 종류를 기반으로 한 3가지 mining license를 규정합니다.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zin Usaha Pertambangan (“IUP” or Mining Business Licence);
2.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IUPK” or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 and
3. Izin Pertambangan Rakyat (“IPR” or People’s Mining Licence).

인도네시아 국민의 KP license 소유권 제약과는 다르게, 광업사업허가(IUP) license는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 투자자 모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광업법은 다양한 시행규칙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가지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GR”)이 다음과 같은 분야에 발행되어 있습니다. 

• Mining Areas (“GR22”);
• Mining Business Activities ("GR23”), as amended in 2012 by Government

Regulation No.24 of 2012 ("GR 24");
• Mineral and Coal Mining Direction and Supervision (“GR55”); and
• Reclamation and Mine Closure (“GR78”).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oEMR”)에서 4가지 Ministerial 

규정을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발행하였습니다.

• Mining Services (“PerMen 28”);
• 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 (“PerMe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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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chmark Price (“PerMen 17”); and
• Mineral Processing Activities (“PerMen 7”)

The Director General of Minerals and Coal(“DGoMC”)는 

시행령/세칙(circulation letter)을 다음 분야에서 발행하였습니다.

•       로열티 계산(Royalty calculation)

•       가격 벤치마크(Benchmark Price)

그러나, 일부 주요 정부 규정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미발행된 정부 규정은 다음 

분야와 같습니다.

• 석탄열량 5,700미만 수출 금지 및 저열량탄 upgrade 의무화;

• 광업사업허가(IUP) 입찰 절차;

• 광업 지역 결정;

• Operation Production IUPs and IUPKs 허가 세부 절차;

• 인력 및 자본 조달;

• 지역사회 발전 및 권한 부여.

위의 규정 초안은 DGoMC에 의해 공포되었지만, 최종 확정 시기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규제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Mining Regulatory Framework

Mining Law
Law No. 4/2009 Ratified 12 January 2009

Government Regulations

Mining Business Mineral and Coal
Mining Areas
GR 22/2010

1 Feb 2010

Operations
GR 23/2010

1 Feb 2010 (amended by
GR 24 on 21 Feb 2012)

Mine Reclamation
& Closure

GR78/2010
20 December 2010

Mining Direction
and Supervision

GR 55/2010
5 July 2010

MoEMR Regulations

Mining Services DMO Benchmark Pricing Mineral Processing
PerMen 28/2009
30 September 2009

PerMen 34/2009
31 December 2009

PerMen 17/2010
23 September 2010

PerMen 7/2012
6 February 2012

DGoMC Regulation/Circular

Royalty calculation: 32.E/35/DJB/2009 DMO Credits 5055/30/DJB/2010

Benchmark Price: No.515.K/32/DJB/2011

& No.999.K/30/DJB/2011
Affiliates 376.K/30/DJB/2010

Pending regulations:
IUP tender procedures, coal exports/processing, community development, procure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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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framework

Mining areas

광업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만 광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광업 

지역을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ferred to in Bahasa Indonesia as Wilayah

Pertambangan – “WP”). WP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큰 규모의 상업위주 광업 지역 (Wilayah Usaha Pertambangan –

“WUP”);

2.  국가 전략을 위한 주 가용 채굴 매장량 지역 (Wilayah Pencadangan Negara

– “WPN”);

3.  작은 규모의 지역기반 광업 지역 (Wilayah Pertambangan Rakyat –

“WPR”).

WP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주와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광업 가능 지역 

mapping을 해야 합니다. 확인된 지역은 광업만을 위함이 아니며, 삼림업과 같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도는 5년에 한번씩 update할 수 있습니다. 현재, 

mapping은 진행 중이며, 지정지역을 보여주는 최종 지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정부가 mining license 리스트인 “clean & clear”를 

제작하였습니다. 리스트는 DGoMC로부터 확인을 받고 유효하며 리스트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리스트는 DGoMC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ining licences

광업지역 내에서, mining license는 한 개 이상의 단체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1. 광업사업허가 ("IUP")는 WUP지역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허가입니다.

2. 특수광업사업허가 ("IUPK")는 특수 WPN 지역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3. People’s Mining Licence ("IPR")는 제한적인 투자 금액으로 WPR지역에서 광산 

비즈니스 활동을 허가입니다.  외국 투자자는 IPR을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10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이 가이드북 내용은 주로 광업사업허가(IUP)와 특수광업사업허가(IUPK)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IPR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Ownership of mining licences

IUP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발행됩니다. 

• 인도네시아 법규 하에 설립된 기업;

• 법인 회사

• Partnership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개인.

기업체는 인도네시아 자국민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i.e. a "PT Biasa" or "PMDN"

company)와 외국인 소유의 회사(i.e. PMA companies) 모두 포함하는   인도네시아 법인 

회사이어야만 합니다. 기존 광업법(Mining Law No.11/1967) 하에서 

광물개발협정허가(CoW/CCoW)는 내외국인 모두 보유가능하였으나, KP는 내국 

투자자들에게만 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광업법은 광업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외국 투자자 사이에서의 많은 

차이점을 제거했으며, 광업 분야에 100% 외국 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List on 

Foreign Investment(Indonesian Investment Coordination Board(“BKPM”)에서 

발행)와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One mining licence per company

신광업법의 한 가지 특징은 비상장회사는 license를 한 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i.e. one

IUP/IUPK). 신광업법은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에 거래되는 상장회사만이 license를 한 개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R23의 개정령인 GR24에서는 

이러한 자격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광업사업허가(IUP) 또는 

특수광업사업허가(IUPK)는 IUP/IUPK 소유 기관에 양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GR23의 임시규정에 의하면, 다수의 KP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는 IUP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license 신청은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GR24에서의 새로운 양도 규정은 임시규정에 준하여 회사가 IUP를 

양도로 다수의 IUP를 소유할 수 있게끔 IUP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의이득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필요하시면 저희팀으로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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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 and Production licences

 IUP 또는 IUPK는 2개의 광업 활동 단계((i)탐사 (ii)생산 운영)에서 승인 됩니다. 각 단계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탐사사업허가(Exploration licence)는 WUP/WPN지역에서의 기초조사, 탐사 및 

예비조사 활동을 허가합니다.

• 채광사업허가(Production licence)는 WUP/WPN 지역 내에서 건설, 채굴, 공정, 정제, 

운반 및 판매를 허가합니다. 

Authority to issue an IUP

IUP는 제안된 광물 지역과 그와 관련된 인프라에 따라, 지방정부(regent/governor) 

또는 중앙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MoEMR))로부터 발행됩니다. IUP를 외국인 소유 

기관에게 발행은 GR23 개정령인 GR24에 의하면 중앙정부만이 license를 

승인한다고 되어있지만, 승인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 진행되거나, 혹은 IUP가 

지방정부에 의해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되어있지 

않습니다. GR23의 개정령은 광업사업허가(IUP)를 

광물개발협정(CoWs/CCoWs)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탐사 광업사업허가(Exploration IUP)의 발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탐사사업허가(Exploration IUP)

승인자 프로젝트 위치

장관 한 개 지역을 초과하여 커버하거나, license가 외국인 소유 

인도네시아 회사에 발행되었을 경우(i.e. a PT PMA company

or converted CoWs/CCoWs).

주지사 주 내에 있으나 2개 이상 regency를커버할 경우 

시장/Regent 지역이 도시 또는 regency내에 있을 경우 

채광사업허가 발행은 공정 플랜트, 운반 도로, 저장고, 항만 시설과 같은 광업 인프라 

위치와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에 의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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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IUP

승인자 프로젝트 위치 환경적 영향

장관 광산 지역, 공정, 정제, 항만 

시설이 한 개의 주보다 많이 

위치해 있거나, license를 PT 

PMA 회사에 발행했거나, 

광물개발협정(CoWs/CCoWs)를 

전환 시킨 경우. 

시장/Regnet와 주지사의 추천으로 

환경적 영향을 한 개의 주보다 많이 

주었거나, license를 PT PMA 회사에 

발행했거나, 

광물개발협정(CoWs/CCoWs)를 전환 

시킨 경우.

주지사 광산 지역, 공정, 정제, 항만 

시설이 한 개의 regency보다 

많이 위치해 있으나 한 개의 주 

내에 있을 경우. 

시장/Regent의 추천으로 환경적 

영향을 한 개의 regency보다 많이 

주었지만, 한 개의 주 내에 있을 

경우.

시장 /

Regent

광산 지역, 공정, 정제, 항만 시설이 한 

개의 도시 및 regency내에 위치했을 

경우.

장관과 주지사의 추천으로 

환경적 영향을 한 개의 도시 

및 regency에 주었을 경우 

프로젝트 위치와 환경적 영향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면 어느 절차를 통해 채광사업허가가 

승인이 될지 불확실합니다.

많은 광업 프로젝트는 채굴, 공정, 운송, 항만시설이 다른 regency지역 또는 주 내에 있기 

때문에, 주지사나 장관이 채광사업허가 재발급에 있어서 예전 KP licensing 시스템 보다 더 

많은 통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Authority to issue an IUPK

지역적 운영 범위와 상관없이, IUPK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됩니다. WPN의 개발은 국유 

기업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수용되지 않을 경우  IUPK는 입찰 과정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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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ce terms and extensions

신광업법과 그와 관련된 규제는 mining license를 다음과 같이 발행합니다.

탐사사업허가 채광사업허가 연장기간

석탄 7년 20년 10년 x 2

금속 광물 8년 20년 10년 x 2

비금속 광물 3년 10년* 5년 x 2*

암석 3년 5년 5년 x 2

* 특정 비금속 광물은 20년 채광사업허가와 최고 10년 연장 두 번 가능함.

탐사사업허가(IUPK)    채광사업허가(IUPK)   연장기간

석탄 7년 20년 10년 x 2

금속 광물 8년 20년 10년 x 2

Licence areas

GR23의 중요한 점은 석탄과 금속 광물의 탐사사업허가 규모를 탐사기간 3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비금속 광물과 암석은 이보다 적음). 채광사업허가가 

발행되면, 생산 단계에서의 최대면적은 줄어듭니다.  

탐사사업허가                                     GR 23에 의해 탐사 3년후 축소    채광사업허가

석탄 5,000ha – 50,000ha 최대 25,000ha로 

줄여야함

최대 15,000ha

금속 광물 5,000ha –100,000ha 최대 50,000ha로 

줄여야함

최대 25,000ha

비금속 

광물

100ha – 25,000ha 12,500ha (2년 후 적용) 최대 5,0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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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사업 허가                                 GR23에 의해 탐사 3년후 축소     채광사업허가

암석 5ha to 5,000ha 2,500ha (1년 후 적용) 최대 1,000ha

탐사사업허가(IUPK)                         GR23에 의해 탐사 3년후 축소     채광사업허가(IUPK)

석탄 최대 50,000ha 최대 25,000ha로 

줄여야함

최대 15,000ha

금속 광물 최대 100,000ha 최대 50,000ha로 

줄여야함

최대 25,000ha

IUP/IUPK는 광물 또는 석탄의 한 종류만으로 발행됩니다. 다른 광물이 발견될 

경우, 관련정부기관이 다른 광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IUP/IUPK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탐사사업허가 소유자는 추가 광물 허가에 대해서 다른 투자자가 

관련정부기관에 허가 받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Tender requirements for new mining licences

새로운 IUP와 IUPK는 직접 지명보다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관은 IUP에 입찰할 수 있으나, IUPK허가는 국유 기업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낙찰된 입찰은 특정 석탄이나 광물에 대한 탐사 IUP/IUPK를 발급 

받습니다. 입찰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며, 

관련 정부기관이 지원에 의해 KP를 직접 승인했던 과거 광산법으로부터 큰 

변화입니다. 

입찰 과정 및 선정 기준의 세부내용은 GR23에 나와있으나, 정확한 세부내용은 정부 

규정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Tender procedures

입찰 과정은 입찰 시작일 3달 전에 발표해야 합니다. 3단계의 정부(중앙정부, 주정부, 

Regency정부)가 입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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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하고 싶으면 인도네시아 법인 회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i.e. a PT PMA). 

입찰에는 두 명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해야만 합니다. 입찰자가 한 명 이하일 

경우, 재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입찰에서도 한 명일 경우,  “tender 

base price”가 부합되면, license는 단독 입찰자에게 주어집니다. 

Selection criteria

입찰 선정기준인 “Price bid and technical considerations”조항이 GR23에 있으나, 이 광범위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technical considerations”에 따르면, 기술적, 행적적, 재무적 조건들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입찰 과정 중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최소 3년간의 광업 경험 증거자료 (새로 설립된 회사일 

경우, 모회사나 자회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대체가능)

• 광업/지질학 전문 지식과 최소 3년의 경험이 있는 인원 최소 1명 보유

• 탐사시부터 4개년도 작업 계획서 제출

입찰자는 새로 발급되는 license의 data 및 정보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10%를 국유은행에 

현금보증으로 예치하거나, 허가 만료의 경우 data 또는 투자에 대한 비용 10%을 

현금보증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낙찰된 입찰자는 working days 5일 이내에 tender value를 

지불해야 합니다.   

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

신광업법과 관련 규정은 중앙정부가 각 광업 생산품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DMO 체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도입한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통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자국 수요 증가, 특히 

석탄에 대한 공급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DMO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PerMen 34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PerMen 34에 의하면, DMO는 모든 종류의 석탄 및 광물에 적용됩니다. 광산회사는 

광물/석탄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DMO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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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n 34와 GR23에는 DMO 비율에 규정이 없으며, 대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장관이 특정 연도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1. 국내 이용자들은 전년도 3월까지 예측치를 제출

2. 장관이 제출된 국내 예상치와 광산회사들의 생산 계획을 계산 및 

검토

3.  장관은 최소 DMO비율에 대해서 전년도 6월까지 decree를 발행하며, 이 

decree에는 국내 이용자들과 그들의 수요가 리스트 되어 있음  

4. 허가증 발급 기관 (Minister, Governor, Mayor/Regent)에 당해연도 작업 

프로그램 및 예산을 제출해야 하며 DGoMC는 DMO 비율에 대해서 확약

Minister Regulation의 적용을 받아 DMO 판매에 대한 최소 가격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PerMen 34은 최소 가격이 수출 최소 가격에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단의 Coal and Mineral Price Benchmark를 

참조).

PerMen 34는 광산회사가 DMO를 초과했을 경우, DMO 기준치에 못 미친 회사에게 

credit으로 판매/양도할 수 있는 ‘cap and trade’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DMO credit의 가격 메커니즘은 commercial terms에 의해 결정됩니다. DMO 

credit의 거래 메커니즘은 2010년 11월 29일 제정된 Circuluar 5055/30/DJB/2010에 

의해서 결정되고, DMO credit은 DGoMC의 승인 하에 광업회사간에(광업회사를 

대신해서 credit을 소유하고 있는 트레이더들 포함) 양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정 당시, 정부는 일부 선발된 석탄업 회사만이 최소 석탄DMO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2012년 연간 생산량의 24.74%를 판매 의무가 

있습니다.(2011년 최초 24.17%에서 18.41%로 감소). 최근 몇 년간 국내 석탄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DMO 석탄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oal and Mineral Price Benchmarking

GR23은 MoEMR이 광물과 석탄 판매 공시 가격 책정 체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PerMen 17에  있습니다.

DGoMC를 통해서 MoEMR은 석탄 및 금속 광물의 가격 벤치마크를 담당하고, 주지사와 

군수(또는 시장)는 비금속 광물 및 암석 가격 벤치마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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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벤치마크는 수출항본선인도(FOB vessel)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에 

맞춰서, 인도 시점이 FOB vessel(i.e. FOB barge or CIF) 시점과 다르면, 특정 가격이 

가격 벤치마크에 조정됩니다. 조정 가격에는 선적, 측량사, 보험, 환적비용이 

포함됩니다(금속 광물의 경우에는 위의 조정가격에 treatment와 정제 비용 추가). 

가격 벤치마크는 정부 로열티 계산시 최저가격 역할을 합니다. 실제 판매 가격이 가격 

벤치마크보다 높다면, 정부 로열티는 실제 판매 가격을 기반으로 합니다. 실제 

판매가격이 가격 벤치마크보다 낮으면, 정부 로열티 계산은 가격 벤치마크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석탄 종류(e.g. fine coal, reject coal, and coal with specific impurities)와 특수 

목적을 위한 석탄은 DGoMC의 사전 승인하에 가격 벤치마크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 벤치마크는 즉시인도판매(spot sale)와 장기 판매(long term sale)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 판매의 경우 PerMen 17에 의해 광업회사들은 12개월마다 판매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의 경우, 장기 판매 가격은 이전 3개월치 가격 

벤치마크 가중평균을 기반으로 정해집니다. 석탄업 회사는 장기 판매 동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DGoMC에 제안 판매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격 벤치마크는 매달 업데이트되며,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석탄의 경우 글로벌 

및 인도네시아 석탄 인덱스에 기반). 현재, DGoMC에 의해 발행된 가격 벤치마크는 

thermal coal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No.515.K/32/DJB/2011 규정으로 , DGoMC는 

점결탄(coking coal) 가격 벤치마크 계산 공식을 발행합니다. 

Divestment

신광업법은 외국 자본 지배 주주들이 그들의 지분을 광산채굴 5년째부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R23의 개정령 GR24에 따르면, 외국 주주들의 지분 51% 처분을 

생산연도 10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지분 처분 허용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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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작 연도                                   최소 지분 처분 (연말 기준)

6 20%

7 30%

8 37%

9 44%

10 51%

지분 매각은 중앙정부, 주정부, Regental/Municipal 정부, 국유기업, 국내 개인사업체 

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처분에 대한 특정 메커니즘의 추가적인 조항은 Ministerial regulation에 의해 

규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현 정부규정은 처분단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가격 계산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다른 불확실한 측면은, 투자처분 기한 이전에 인도네시아

개인주주가 (처분)필요 지분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도 여전히 정부기관에 지분을 처분할

의무가 남아있는 것인지와, IUP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상장기업에게 투자 처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투자 처분 조항이 CoW/CCoW 소유자들에게 적용 되진 않지만(prima facie), 계약이 

만료되면 조건들이 적용될 것이며, IUP 계약으로 연장될 것입니다(하단의 

Transitional Provisions Section 참조).

Mandatory in-country processing

신광업법 하에서는, IUP/IUPK holder들은 광물과 석탄의 가치 증대를 위한 공정 및 

정제과정을 인도네시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UP/IUPK holder들은 이미 

Special Production Operation IUP/IUPK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게 착수시킬 수 

있습니다. Special Production Operation IUP/IUPK holder들은 또 다른 IUP/IUPK 

holder들로부터 공정 및 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석탄의 경우, GR23설명에 의하면 공정은 다음과 같은 활동과 같습니다. 

•  석탄 분쇄 •  성형탄 •      배합 

•  선탄 •  석탄 액화 •      석탄 가스화 

• Coal upgrading • Coal water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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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의 경우, 국내에서 공정해야 하는 규정 Ministerial Regulation No.7/2012를 

MoEMR이 2012년 2월 6일에 발행하였습니다. PerMen 7은 2012년 5월 6일부터 

광석 및 raw minerals 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정 필요조건 적용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단계                                                     기한

탐사사업허가 소유자 또는 CoWs 탐사 및 예비조사 

단계

2015년 2월 6일 

건설업 채광사업허가 소유자 또는 CoWs 건설 단계 2016년 2월 6일 

생산업 채광사업허가 소유자 또는 CoWs 생산 단계 2014년 1월 12일 

Permen 7규정은 특별 생산품의 최소 공정 조건의 추가적인 세부내용과 함께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암석에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마지막 생산단계나 그 근처일 경우). 만약 IUP 

holder들이 공정하는 것이 비경제적일 경우, 제 3자에게 공정을 착수시킬 수 있나, 비경제적에 

대해서는 정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3자는 다른 IUP holder이거나 독립적 processor일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Ministerial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광석/raw minerals의 수출 금지 시작 시점과 Production IUP 공정 조건의 지연된 

application 사이에서의 모순이 우려되고, 특히 일부 공정 운영 설립은 시간 및 

투자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산업이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 어떻게 반응할 지 알 

수 없습니다. IUP holder들이 공정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트너를 

찾아 외부업체에 맡겨야 할지에 대한 평가 또한 시간이 걸릴 것 입니다. 

Permen 7은 CoWs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CoW의 특별법(lex specialis)에 

의해 PerMen 7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소 계약 만료시 전까지, 그리고 IUP 연장 전까지). 

그러나, 이 가이드북에 있는 임시규정 섹션에 나와있듯이, 국내 공정이 CoW 재협상 논의시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한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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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 Mining Production Limitation Regulation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석탄과 광물 자원은 재생에너지원이 아니고, 국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공급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필요 시 석탄 및 

광물 생산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Minister, governor, head of regency가 생산 

제한 규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불이행 시에는 경고, 사업 정지,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mining license 취소와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Mining support services

광산 서비스 사업 또한 신광업법 및 PerMen28에 의해 규정됩니다. PerMen 28은 IUP 또는 

IUPK holder들이 더 이상 모든 활동을 위탁할 수 없으며, 석탄/광물은 직접 채굴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erMen 28은 광산 서비스 사업 종류 리스트를 규정하고, 핵심과 

비핵심 광산 서비스 사업을 구분합니다. 관계사의 이용을 제한시키고, 지역 사업체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erMen 28에 따르면, IUP/IUPK holder들은 채굴, 공정, 정제는 직접 영위해야 하며, 컨설팅, 

계획, 테스트 , 운송, 그리고 그 외에 과중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활동을 광업 서비스 

사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 추가 세부 내용은 PerMen 28의 Attachment I을 참조하십시오. 

Classification of Mining Services and Mining Service Companies

IUP/IUPK holder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회사는 다음과 같은 허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Mining Service
Sub-categories and licensing requirements

Mining Service Business Non-Core Mining Service

Expansive list in PerMen 28 Any service business other than a “Mining
Service Business” that provides services in
support of mining business activities.

Licence: Mining Services
business Licence/Izin Usaha
Jasa Pertambangan ("IUJP")

Licence: Registration Letter/Surat
Keterangan Terdaftar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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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서비스는 지역회사 또는 인도네시아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PerMen 28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제공업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역회사

인도네시아 회사

Other Company

Regency/province에 위치하고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인 소유 회사 

인도네시아 법적 회사로서 지분 전체를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나 해외에서 운영되는 회사 

인도네시아 법적 회사로, 지분 일부 또는 전체를 외국인이 소유 

여기서 ‘지역’의 범위는 광산회사들이 지역 제품, 지역 하도급 업자, 지역 

노동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striction on the use of affiliates/subsidiaries

IUP/IUPK holder가 자회사와 관계회사를 이용하려면, DGoM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회사와 관계회사는 IUP/IUPK holder가 직접 지분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2010년 5월 10일 DGoMC Regulation no. 376.k/30/DJB/2010에 

의거).

• IUP/IUPK holder가 광산 서비스 관계회사 지분 25%이상 소유시. 

• IUP/IUPK holder가 광업 서비스 관계회사에 직접 재무와 운영 부분을 통제하며 

지분 50%이상 소유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IUP/IUPK holder는 광산 서비스 관계회사의 재무와 운영 책임자 또는 그와 비슷한 

레벨의 인원 임명 또는 교체할 수 있음. 

Regency/Province에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없는 경우 및 IUP/IUPK holder가 

입찰공고를 냈으나, 지역 또는 인도네시아 서비스 회사가 기술적 또는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계회사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IUP/IUPK holder는 

가격책정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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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hibition on receiving any fees from mining services company

IUP/IUPK holder는 광산 서비스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Mining 

license holder가 모든 광업 운영을 제 3자에게 맡기고 이익이나 석탄/광물 생산량을 

기초로 한 보상을 제 3 자에게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Transitional provisions for existing Mining Services arrangements

PerMen 28 제정 이전에 광산회사가 이미 광산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PerMen 

28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e. 30 September

2012).

기존의 모든 IUJP들은 만료일까지 유효하지만, PerMen 28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Fiscal regime

신광업법에는 세금 또는 다른 재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IUP/IUPK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현행법에 따른 

세금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UP/IUPK와 fiscal term이 동의된 경우에는, 

일부 CoWs/CCoWs에서 특별법(lex specialis)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세부내용은 없으며, 규정의 적용은 여전히 불명확 합니다. IUP/IUPK 조항이 세법에 

우선하는 것 또한 실무에선 문제로 보이며 더 많은 불확실성을 보일 것 입니다. IUP에 

지금까지는 세무편익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특정 광업 세무 이슈 세부내용은 는 Section IV을 참조하십시오.

Royalties

모든 IUP/IUPK holder들은 생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광업 규모, 생산 레벨, 광업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석탄과 광물 종류에 따라 판매 수익금에 대한 

적용 비율이 달라지며, 이러한 방식은 신광업법 하에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IUPK 소유자들은 순이익의 10%를 로열티로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로열티 중 40%를 받으며, 나머지는 관련 province와 regency가 나눠 가집니다. 순이익을 

기초로 추가적인 로열티가 결정된 이후부터, 정부는 IUPK의 자본지출과 광업 운영비에 

대해서 더 많은 감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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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도네시아 원자재의 생산 로열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CoW/CCoW/CCA(Coal 

Cooperation Agreement)의 경우, 관련 동의서를 참조해 주십시오(Section III 및 Appendix D).  

원자재 생산 로열티 세율

Coal
- Open Pit
- Underground

3% - 7%
2% - 6%

Nickel 4% - 5%

Zinc 3%

Tin 3%

Copper 4%

Iron 3%

Gold 3.75%

Silver 3.25%

Iron Sand 3.75%

Bauxite 3.75%

Alumunium 3%

Sponge iron/pig iron 2.50%

Transfer restrictions

IUP/IUPK를 타인에 양도하는 것은 신광업법 하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령(GR 24)에 따르면 매수자가 이미 IUP/IUPKs를 보유한 회사가 최소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IUP/IUPKs 보유자에게 

양도가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IUP/IUPKs 보유법인이 51%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게만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GR23의 임시규정 의도는 기업체가 다수의 IUP/IUPK을 

소유할 수 있도록 IUP/IUPK 지분 재편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정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로 하며, 신광업법 하에서 권한 위임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인도네시아 주식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IUP/IUPK 회사의 지분 양도는 일정 

탐사 단계 이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적절 단계는 GR에서 규정할 것임). 양도는 관련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입법 조항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신광업법은 인도네시아 주식 거래소 밖에서의 지분 양도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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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lamation and mine closure guarantees

2010년 12월 20일, 정부는 탐사사업허가 및 채광사업허가에 대한 개간(reclamation) 

및 후광업 활동 관련 Government Regulation No.78/2010 (“GR No.78”)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5월 29일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발행한 Ministerial 

Regulation No.18/2008의 업데이트입니다. 

IUP-Exploration holder의 경우, 다른 조건과 함께 탐사 작업 계획 및 예산 제출시, reclamation 

계획도 포함시켜야 하며, 국유 은행에 reclamation 보증에 대한 일정 정기예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IUP-Production Operation holder의 경우 다른 조건들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1.    Reclamation 5개년 계획;

2.    후광업 계획 ;

3.  Reclamation 보증에 대한 공동 예금 계좌, 정기 예금을 국유 은행에 예치, 은행 

보증 혹은 accounting provisions; 

4.  후광업 보증(post-mine guarantees)으로 인한 정기 예금을 국유 은행에 예치 

reclamation이나 후광업보증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IUP 보유자는 reclamation과 후광업

활동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규정 GR No.78은 CoW/CCoW holders 또한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Reclamation 및 광산폐쇄 보증은 Minister, Governor, Regent/Mayor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Penal provisions

신광업법은 IUP/IUPK holder의 불법 채굴과 같은 위배행동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 시, IUP/IUPK 취소와 구금을 포함한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Dispute resolution

IUPs/IUPKs에 대한 분쟁은 법정 절차와 현행법에 따라서 국내 중재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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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implementing regulations

신광업법은 모든 규정 적용을 2010년 1월 11일 제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필수 

시행규칙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PwC Indonesia는 새로운 시행규칙이 

정부에 의해 발표되면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ransitional Provisions

KPs

기존의 모든 KPs는 GR23을 기반으로 2010년 4월 30일까지 IUP license로 

전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광업법에는 KPs의 전환에 대한 임시규정은 없습니다. 

전환 자체는 비교적 쉬운 작업이지만, 시행규칙의 영향으로 인해, 특히 PerMen 28에 

의거, 신광업법 체제하에서 과거 광산 서비스 구조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GR23에 의하면, 다수의 KP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IUP의 전환 이 후에도 신광업법 하에 KP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CoWs/CCoWs/CCAs

기존의 모든 CoWs/CCoWs/CCAs ("Contracts")는 만료일까지 지속되며, 입찰 없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계약상의 추가연장도 가능함). 그러나, 연장된 license는 CoW 체제가 아닌, 

IUP 시스템의 의해서 승인됩니다. 이는 GR24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Contracts의 내용은 지속되겠지만, 법 제정 5년 안에 광석의 내륙 공정 및 

정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활동을 시작한 Contract holders는 신광업법 제정 1년 이내에 계약한 지역 

전체에 대한 광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신광업법에 의해 계약 지역이 IUPs에게 허가된 지역만큼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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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광업법은 1년이내에 기존 계약 조항들을 정부 소득 관련 조항(정의 되어있진 

않지만, 정부 부과금과 로열티와 같은 세외 정부 부과금으로 추정)을 제외하고는 

신광업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이 신광업법의 무슨 

조항에 준수하게 되어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해야 할 범위는 

투자처분 의무, 광업 지역 re-sizing, 생산 기간 축소, 관련 광업 도급업자 이용 금지와 

같은 조항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시행규칙에는 기존 계약이 신광업법의 

어느 조항에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신광업법의 유예규정이 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며 법률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부분입니다. 불행히도, 결과는 2개의 상충되는 조항으로 나올 것이며, 

이는 정부 세수 측면과, 기존 Contract 권리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안이 Contract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며, 임시규정 관련 정부의 설명이 명확해 지지 않는 한, 기존 

계약자들의 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0년 1월 10일 발행된 Presidential Decree No. 3/2012에 의거 대다수의 

CoW/CCoW holder들과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Coordinating Minister for 

Economics Affair에서 책임자를 선정하고 여러 장관을 축으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하였으며, 기존의 계약을 신광업법에 준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초점은 광구 규모, 세금 및 로열티, 광업 서비스 도급업자의 사용, 가격 벤치마크, 

광구 폐쇄 및 개간, 내륙 공정, 최소 투자회수 요건등 입니다. 

Outlook

위의 내용들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신광업법의 주요 사항에 대한 간단 분석입니다. 

신광업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는 인도네시아 광업 체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모든 시행규칙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나서야 명확해질 것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신광업법은 아직 발행안된 추가 시행규칙이 요구되며, 세부내용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시행규칙은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들이게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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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업법 조항들은 일부 투자자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IUP에 

대한 직접 지분 인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분야의 투자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신광업법이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프로젝트에 대한 

CoW 시스템의 장기 보호망을 제공 못하면서 제안된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상업생산 10년이 되는 해까지 51%의 지분을 

처분해야하는 조건, 특히 처분시 가치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oW에 

일반적으로 규정된 특정조항이 없이, 투자자들은 투자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법체계의 효과적 작동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위의 우려사항들을 극복하고 광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알 것입니다.

PwC Indonesia는 정부가 광산업법의 나머지 시행규칙 발행 관련 내용을 client에게 

정기적으로 update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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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racts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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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Overview and Commercial Terms

Contracts of Work (“CoW”)

광업 비즈니스를 규제하기 위한 CoW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현대 광산업을 성공시키는데 핵심적

인 역할을 했습니다. 1976년에 도입된 CoW 시스템은 지난 40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그 외 곳에서 

변해가고 있는 상황들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현대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CoW 

7세대가 있으며, 여러 CoW 세대들에 대한 비교는 Appendix D에 나와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신광업법은 새로운 CoW licensing 체제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시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CoW는 약정된 만기날짜까지 유효하며, 만기가 지나면 새로운 

IUP licensing 방식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될 내용은 신광업법 이전의 

협약된 CoWs에만 적용되며, 신광업법에 맞추어 정부의 재협상이 이루어지기 이전 

CoWs에만 적용됩니다. 새로운 광산업 활동은 신광업법의 IUP 체제서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CoW는 에너지광물자원부 Decision Letter No. 1614/2004에 의해 규제됩니다. 본질적으로 CoW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도네시아 회사와의 종합계약입니다. 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만약 100% 외국인 소유라면, 후에 투자 처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인도네이사인이 대부분 CoWs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CoW는 탐사, 생산 전 개발, 생산, 폐광을 포함한 광업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회사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CoW는 특정 지리적 지역(the “Contract Area”)에 

적용됩니다.

CoW회사는 오일, 가스,  석탄, 우라늄 이외의 CoW 지역 안의 모든 광산업을 위한 유일한 

사업자 입니다. CoW회사는 탐사, 개발, 생산, 정제, 가공, 보관, 운송, 판매와 같은 활동 등을 

통제,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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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기간 연장 가능기간1

(years)

기초 조사 1 1 6 개월  – 1 년

기초 조사 1 1 6 개월  – 1 년

탐사 2 3 1 – 2 년

예비 조사 1 1

건설 3 -

  생산 30 20년 혹은 정부가 허가한 기간  

1) : CoW세대에 의존. 상세내용은 Appendix D 참조.
2 ): 1세 대 의  경 우,  기 초조 사 부 터 예 비 조 사까 지 의  최 장 기 간은  1 8 개월 이 었 고,  6 개 월  연 장  가능

CoW에서의 중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 의무; 수출입 기관; 마케팅; 재정적 의무; 리포팅 조건; records, inspections, and work 

program; 인도네시아인의 고용 및 트레이닝; 인도네시아 공급자 우대; 환경의 관리와 보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역 협력;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 

이와 같은 중요한 고려사항들은 계약서에 적절하게 표기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산업에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CoW는 모든 세금, 로열티, 다른 재정적 요금을 커버하며, Conract Area 내의 확정채굴료; 생산 로

열티; 미지급 법인세; 고용인의 개인 소득세; 배당, 이자, 임차료, 로열티등에 대한 원천세; 부가가

치세; 인지세; 수입관세; 그리고 땅과 건물 세금이 포함됩니다.  

Coal Co-Operation Agreements (“CCA”) and Coal
Contracts of Work (“CCoW”)

CCoWs는 과거 MoEMR Decision Letter No. 1614/2004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이

후, 석탄광산업은 CoW 구조를 통해 일반적인 광산업에 가까워 졌습니다. 두 세대의 CCAs(first 

and second generation contracts)와 한 세대의 CCoW(일반적으로 3세대 CCoW로 여겨지는)가 

있습니다.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31

CCA 1세대는 인도네시아 국유 광산 기업인 PT Tambang Batubara Bukit Asam (현, PT 

Bukit Asam Tbk or “PTBA”)와 국경기업 및 사업자들 사이에서 맺어진 Principle Regulation for

Coal Co- operation Agreement를 규정한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No.49/1981,

1981년 10월 28일 제정)에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o.49/1981)은 1993년 2월 27일 2세대를 규정하는 Presidential Decree No.

21/1993로 개정되었습니다. CCoW 3세대는 Presidential Decree No. 75/1996에 따라 

2006년 9월 2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Coal Co-operation Agreements

CCA와 CoW 시스템의 주요 차이점은 CCA는 외국의 광산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국유 탄광 회사

(PTBA)에게 도급업자(Contractor)로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 CCAs는 CCAs에 

대한 PTBA의 권리 및 의무를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광물자원부로 양도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CCA에 의해 석탄 도급업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양의 86.5% 소유할 수 있으며, 광산 탐사, 

개발, 생산관련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인도네시안 정부(과거 PTBA)는 나머지 생산양인 

13.5%에 대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1996년 9월 25일에 발행된 Presidential Decree No. 

75/1996에 의하면, 도급업자는 판매비를 공제한 판매금액의 13.5%를 정부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CCA 1세대의 경우, 비록 도급업자들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 권리 및 그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었으나, 석탄 도급업자를 통해 구매한 장비는 인도네시안 정부

의 소유입니다. CCA와 CCoW의 2, 3세대의 경우, 도급업자가 구매한 장비들은 도급업자의 소유물

로 유지됩니다.  

CCA 1세대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주주들은 인도네시아 국유기업 및 회사에 지분을 

제안하도록 되어있으며, 운영 10년 후에는 외국 주주들의 회사 지분은 최고 49%까지 감소됩니다.  

Coal Contracts of Work

CCoW하에서 광산회사는 사실상 석탄생산의 권리를 100% 소유하고 있었으나, 매출의 13.5%를 

로열티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지불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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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와 CCoW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기간                    연장 가능 기간  (years)

(Years)

기초 조사 1 1

탐사 3
3세대는 2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다른 세대에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음 

사업 타당성 조사 1
3세대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다른 세대에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음 

건설 3 -

생산 30 -

Fiscal regime under CoW, CCoW and CCAs

CCA 2세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CoW/CCoW/CCA(Contractor)의 세대들은 모두 계약이 체결되었

던 당시의 세법 및 다른 법률과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과거 법 규정들이 현

재 광산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협정을 해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

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세대 광산 사업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는 반드시 이러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 세대들의 Contract에는 외국 주주들의 투자 처분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re-Contract of Work Expenses

Contract 회사의 주주들은 법인설립 이전에 상당한 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

출은 현 주주로부터 Contract 회사에게 법인설립 이전의 비용을 이연 원가로 이전시킬 수 있으며, 

생산 시작시점부터 상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MoEMR와 DGT(Directorate General of 

Taxation)에 의해 승인된 공인 회계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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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ion and Development

탐사 및 개발 단계는 계약 지역(Contract Area)의 포기/양도(Relinquishment)를 위한 의사결정 요

소와 유사합니다. 이 섹션은 기초 조사, 탐사, 사업 타당성 조사, 건설단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

니다.  

Contract을 체결하면서, 보증금(Appendix D 참조)을 MoEMR’s 은행 계좌에 US Dollar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다음의 사항들이 완료된 후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 기간이 끝났을 경우(50%); 그리고 

 탐사 단계 완료 후, 12개월 안에 지질도(geological map)을 Ministry에 제출할 경우 

(50%).

CoW의 1세대 또는 CCoW의 3세대의 경우, 보증금은 다음의 사항들이  완료된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조사 기간이 끝났을 경우(25%); 

 탐사 첫해의 경우 (25%); 

 탐사 단계 완료 후, 12개월 안에 지질도(geological map)을 Ministry에 제출할 경우

(50%)

생산준비 단계 중에는 Contract을 체결한 모든 회사들은 분기별로 경과보고를 MoEMR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하에 모든 회사들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금 및 세부사항들

을 MoEMR에 보고해야 합니다.  

Contract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환경복원, 인도네시아 국민의 고용 및 교

육, 인도네시아 공급자들의 우선적 사용, 지역사회를 위한 인프라 제공에 대하여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Contrac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CoW CCA/CCoW

 기초 조사 단계

회사는 기초 조사가 진행될 동안 합의된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사용품목 및 

지출금액을 보고해야 하며, 최소 Contract 

Area의 25%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합니

다.  

 기초 조사 단계

회사는 기초 조사가 진행될 동안 합의된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사용품목 및 

지출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2세대 및 

3세대의 경우, 최소 Contract Area의 

25%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하고, 

1세대의 경우 40%를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탐사 단계

회사는 탐사 활동에 대하여 합의된 연간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탐사 시

작 시,  회사는 연간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MoEMR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탐사 종료시점에 MoEMR에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Geological 그리고 metallurgical 

investigation 의 요약 및 관련 모든 데이

터;  

- Contract Area의 지질도(geological 

map).

회사는 탐사 2주년 혹은 그 이전에 원시계

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50% 미만으

로 축소해야 합니다. 

 탐사 단계

회사는 탐사 활동에 대하여 합의된 연간 

금액을 소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탐사 시

작 시,  회사는 연간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MoEMR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탐사 종료시점에 MoEMR에 다음의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드릴 구멍, 채취장, 샘플 순도 분석 

의 사본;  

- Contract Area의 지구 물리학

(geophysical)지도 및 지질도

(geological map) 사본. 

3세대의 경우, 회사는 탐사 2주년 혹은 그 

이전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

의 25% 미만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1세대 

및 3세대의 경우, 회사는 탐사 2주년 혹은 

그 이전에 원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20~40% 미만으로 축소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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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 CCA/CCoW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

사업 타당성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환경 영향 조사를 포함한 조사내용을 

MoEMR에 제출해야 하며, 시설 설계에 반

영해야 합니다.  

회사는 조사 종료시점에 원시계약에 표기

된 Contract Area의 25% 미만으로 축소해

야 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

사업 타당성 종료 시점에 회사는 반드시 

환경 영향 조사를 포함한 조사내용을 

MoEMR에 제출해야 하며, 시설 설계에 반

영해야 합니다.  

CCoW 3세대 회사는 조사 종료시점에 원

시계약에 표기된 Contract Area의 25,000 

헥타르 미만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건설 단계

회사는 관련 시설물을 건설해야 

합니다. 

 건설 단계

회사는 관련 시설물을 

건설해야 합니다. 

    확정 채굴료(Dead Rent)

CoW 기간 동안, 회사는 확정채굴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CoW의 

헥타르 넓이와 단계를 기초로 한 

연간금액 입니다. 

    확정 채굴료(Dead Rent)

계약 기간 동안, 회사는 확정채굴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헥타르 넓이와 광업 단계를 기초로 한 

연간금액 입니다. 

Production

생산 단계 중 회사는 다음의 개발관련 내용을 MoEMR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격주 통계 보고서; 

● 월별 통계 보고서; 

● 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분기 보고서; 

● 연간 보고서; 

● 기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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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지만, 먼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회사

에 판매할 경우, 제3자 거래가격이어야 합니다. 판매 계약이 3년 초과일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ontract은 또한 필수적으로 도급업자는 다음의 보고서들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 월별 통계 보고서; 

● 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분기 보고서; 그리고 

● CCoW 3세대의 경우, 연간 보고서. 

Contract 회사는 광산 자체를 운영 할 수 있거나 운영을 하청업자에 맡길 수 있으나, 아웃소싱 운

영은 Contract에 적용될 수 있는 신광업법 및 PerMen 28의 법규에 의해 결정됩니다. 

회사는 단 한 종류의 Contract(CoW, CCA 또는 CCoW)와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

산 그룹은 인도네시아에 광산 회사를 하나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간접비는 그룹의 계

약 회사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다른 회사를 통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의 효율

성 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무관련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Other financial obligations

Royalties

로열티는 실제 생산량 또는 판매 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정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로열티는 세무상 손금인정됩니다.  

Dead rent and land and building tax

회사는 Contract에 명시된 데로 확정 채굴료, 토지세, 임차료 관련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확정 채굴료는 Mining Area의 헥타르 넓이를 기초로 매년 지불되는 세금입니다. 두 종류의 세금 

모두 소득세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Termination of the Contract

만약 회사는 Contract 기간 중 언제라도 Contract Area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

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포기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세대 및 2세대 CCoW

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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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폐쇄 계획서, 관련 문서들, 지도, 계획서, 작업계획표, 기술자료 

및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의무사항 충족여부가 MoEMR에게 받아들여지면, Minister는 회사가 서면으로 제

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

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의무는 면제됩니다.  

Contract 포기 시, 각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재산의 매각, 이전, 처분은 Contract

에 규정된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a. 기초 조사 및 탐사 기간 

● 회사는 6개월 동안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

은 정부의 소유가 됩니다.  

● 회사는 기간 동안 수집된 모든 정보를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b. 사업 타당성 조사 기간 

● 회사는 Contract Area에 소재한 모든 재산을 시장가격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 제의는 30일간 유효하며, 만약 정부가 이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90일 안에 협

의되어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재산을 6개월 안에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아무 보상 없이 정부 소유가 

됩니다.  

c. 건설 기간 

● 모든 조건은 ‘사업 타당성 기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제안을 받

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재산을 12개월 안에 매각 및 이전시켜야 합니다.  

d. 운영 기간 / Contract 만료 시 

● 회사는 Contract Area에 소재한 모든 재산을 시장가격으로 정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 제의는 30일간 유효하며, 만약 정부가 이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90일 안에 협

의되어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재산을 6개월 안에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아무 보상 없이 정부 소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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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포기 시, 도로,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은 회사에 보상 없이  

정부의 소유가 됩니다.  

Transfer of Contracts

Purchase and sale of direct interests in the Contract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CoW/CCA/CCoW 회사들은 계약의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이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양

도 회사는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Purchase and sale of shares in a Contract Company

Contract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양도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Contract 소유 회사의 주식 혹은 

Contract 소유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양도를 통해 지분을 간접적으로 양도합니다.  

그러나 Contract 회사 주주들은 정부의 서면 동의 없이는 운영 시작 시점 이전에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Contract 회사 주주들은 운영 시작 이후에 Contract 회사의 주식 양도를 하기 위해서 에너

지광물자원부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Contract 계약 조건에 의거, 이러한 동의는 불합리

하게 보류되거나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식 양도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Indonesian Participants   

● 주주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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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ncorporated joint ventures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Contracts의 지분 일부분을 양도하는 것은 드문 사례이며, MoEMR과의 

협의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인트벤처 소유 및 운영은 동일하게 드문 일입니다. 

Contract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 관련 법률은 조인트벤처에 대한 세법적용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인트벤처에 관한 세법적용은 조인트벤처를 구성하는 Contract의 지분양도와 

함께 정부와 협의되어야하는 수많은 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Farm-ins

Contract 및 소득세법에는 farm-in 관련 일반적인 사항들이 없습니다. 상업적 측면에서, 

광물 지역의 farm-in은 지역 내에서의 지분 양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farm-in 방식 및 조세 사항은 지분 양도의 승인과 함께 Minister가 결정할 것입니다. 

Farm-in은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회사의 지분양도일 경우 좀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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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Overview of Indonesian Tax
Systems

매년 PwC Indonesia는 Indonesian Pocket Tax Book을 발행합니다. 이 발행물은 인도네시아 

현행 조세법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이며, PwC Indonesia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Tax Regime for an IUP/IUPK Company

General

신광업법은 광업 프로젝트의 조세 인센티브는 IUP/IUPK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한, 

현행법 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세법 및 규정 외에서의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IUP/IUPK holders에 현행 세법 및 규정을 적용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세편익은(lex specialis) IUP/IUPK(이미 발행된 IUPs 

포함)에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UP/IUPK 소유 회사는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납세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 번호는 

Nomor Pokok Wajib Pajak (“NPWP”)라고 불립니다. 또한, IUP/IUPK 회사는 VAT(본사로 

통합되지 않음)와 원천세를 포함한 세금 신고를 광업 운영 지역 세무서에 해야합니다. 

Corporate Income Tax

현행 소득세법 Tax Law No.36/2008 (“Tax Law”)하에, 정부는 광산 비즈니스의 조세를 

감독하는 정부규정(Peraturan Pemerintah)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산 비즈니스 

조세에 대한 정부규정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광업 투자자들과 관련된 주요 세금 고려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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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ncome Tax Rate

현행 세법 및 규정의 의하면, 기업은 과세대상 수익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세대상 수익은 총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09년 이후의 법인세율은 고정 세율로 과세대상 수익에 25%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는 5%의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며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Income

총소득은 일반적으로 광업 생산품 판매와 광산회사의 영업외 수익을 포함합니다. 

General expenses

공제비용은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 유지, 징수 시 발생되고, 일반적으로 1년간 

회사 운영으로 기인한 모든 지급금액 또는 미지급금액을 포함합니다.   

특정 지출(기부, 직원 복지 비용 등)은 현 소득세법에 의거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부 

광산현장 직원 복지비용은 광산이 원격지에 있고 DGT의 승인하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광업 운영 경비는 자재, 서비스 하청(contracted service), 보험, 지적재산권 

로열티, 공정 비용, 수리 및 유지비 등과 같은 경비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경비는 발생시점 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판매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하여, 발생시점 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ploration and development expenses

탐사 및 개발 비용은 캠프 건설, 드릴링, 진입로 공사, 프로젝트 통신시설등을 

포함합니다.

현지 탐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가능하며, 공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탐사 및 광산 개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화 되어야 하며 생산기준이 아닌 

지출기준에 따라 상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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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ci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은 자산의 특질과 예상 사용수명에 의해 4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산 

감가상각 비율은 자산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4,8,16,2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되며, 과세 대상자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mortisation of intangible assets

무형자산은 개업비(pre-operating cost), 특허, 소유권(rights), 허가증(licenses) 

등을 포함합니다. 무형자산은 4,8,16,20년 기준으로 상각되며,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beneficial life가 1년 이상인 채굴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은 생산량비례법에 

의해 연간 20% 이하로 상각되어야 합니다. 

Carried forward tax losses

세무상 결손금은 최고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보통 선입선출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소급공제 될 수 없습니다.

Reclamation reserve

회계적으로, 광산 회사는 광구 계약기간 및 존속기간 종료 시일까지의 환경관리와 

개간작업을 위한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reserve)계정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탐사단계 기간 동안에는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reserve)는 지역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reserve)는 현행 에너지/광물자원분야 법/규정에 의해 

계산되며 공제 가능합니다. 실제 원가가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

Mine closure

현행 세법/규정은 폐광비용(광산 인프라, 해체 비용 등)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광은 보통 광구 수명 마지막 단계에서 회사가 더 이상 소득을 

창출시키지 못할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젤세 

계획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 Reclamation reserve대한 규제는 폐광 reserve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광 reserve는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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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expense

세법에는 현재 최소자본과세(thin capitalization limit, 미리 결정된 채무 대비 

자기자본 비율 최고치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급비용 제한)가 없습니다. 그러나, 

DGT는 이와 관련 규정을 곧 도입시킬 예정입니다.

회사간 대출에 대한 이자는 현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수 없으며, 높은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원칙을 바탕으로 DGT에 의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회사가 탐사 및 개발단계일 시, 주주는 회사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조건 구조를 적절히 만들어야 하며, 이전가격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주로부터의 무이자대출일 경우 특정 조건이 합의될 시에만 가능합니다.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모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접적으로 광업 운영에 관여하였을 시, 지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규모는 비관계회사가 같은 서비스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지불 금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전가격 규정 적용).

인도네시아 세무당국(ITO)은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자는 법인세신고서를 통해 이전가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특정 

이전가격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ITO는 과거에 실행되지 

않았던 이전가격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과세대상자는 2011년 세무신고시, 이전가격과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며, 그에 대한 서류(이전가격 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최근 규정은 이전가격 문서를 반드시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회사가 반드시 구비하고 있을 것을 요구).

최근 도입된 광물/석탄 가격 벤치마크의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세무 규정은 불분명합니다. 

현재 가격 벤치마크는 정부 로열티 계산시에만 적용되고 있고, 법인소득세 계산과 광산 

회사 계약시 가격 벤치마크가  적용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요 석탄 

인덱스는 가격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공정거래가격 결정시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세무 실무에서는 가격 벤치마크가 이전가격 측면에서는 

최소허용 가능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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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keeping in US Dollars

조세목적으로, PT PMA회사(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는 US dollar와 영어로 bookkeeping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US dollar bookkeeping을 DGT에 PT PMA 설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거나, 또는 설립회사의 US dollar로 bookkeeping하는 회계연도 시작시점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기준통화를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IFRS)으로 인해 PT 

PMAs와 인도네시아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하에서 

Rupiah 대신 다른 기준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bookkeeping을 인도네시아 

Rupiah 대신 US dollar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폐단위 전환은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함)

세법상 US dollar가 유일하게 인도네시아 Rupiah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으로 인하여 다른 기준통화가 사용되었을 시, 회계 기록을 위하여 다른 통화로 

사용된 세무 기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Tax Incentives and Tax Holidays

최근 정부는 조세 인센티브가 가능한 사업 리스트(광범위한 산업 분야와 지역을 포함)를 

update 했습니다. 

광업 분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 시, Tax incentives(조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 철강 제조;

• 공정;

•       특정 brass, aluminium, zinc, nickel 공정;  

• 특정 금속 및 비금속 광석 채석.

그러나 조세 인센티브는 보통 Java외 지역에서의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조세 인센티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3 0 %  투 자  c r e d i t s   

• 가속상각법;

• 배당에 대한 원천세 감축; 

•       결 손 금  기 간  5 년 에 서  최 고  1 0 년 으 로  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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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 선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최장 10년까지 소득세를 

면제시키는 세금감면(Tax holidays)을 도입하였습니다. 광업분야의 경우, 세금감면은 

일반금속 산업에만 적용되지만, 일반금속 외의 산업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시행규칙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세금감면은 2011년 8월 

15일 이후에 허가받고 IDR 1조 자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산업 선구기업에만 

해당됩니다.

조세 인세티브 및 세금감면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PwC tax 

consultant에 연락하십시오.

Value Added Tax (“VAT”)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인도는 미리 책정된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VAT가 적용되며, 현 VAT률은 10%입니다.

현 VAT법은 gold bars, coal, natural resources가 직접적으로 공급되었을 시 

VA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VAT는 광산 생산품의 공정 레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석탄의 경우, ITO로부터 개별적인 규제를 받으며, 선탄 및 분쇄는 공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briquetting은 예외). 신광업법에 대한 국내 공정 규정이 정해지면 그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gold bars, coal과 같은 비부가세 광산 생산품을 인도할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출 및 내수의 매입 VAT는 공제/환급이 되지 않고, 추가비용으로 

계산되어 법인소득세 계산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제작 준비단계 시, 회사는 광산 상품 인도가 없기 때문에 매출 VAT는 없습니다. 따라서, 

VAT 초과지불은 회사가 조세가능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했을 시 매입 VAT를 

vendor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VAT환급은 연말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작 준비단계 시, VAT가 

발생되면 월 단위로 자본재(capital goods)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제작 준비단계 

서비스 Input VAT일 경우, 공제 및 환급 불가능). 만약 Input VAT를 공제한지 3년 이내에 

생산을 못할 경우(VAT가능 상품/서비스 인도), 회사는 생산 실패 시점 월말까지 환급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일부 광업 상품은 생산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제한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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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holding Tax (“WHT”)

광산 회사를 포함한 납세자는 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세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회사에 대한 배당, 이자, 로열티 지급은 원천세율 1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당의 경우, 이익 잉여금에서 지급되고 광산 회사의 지분을 인도네시아회사 

주주가 최소 25%이상 소유 시, 배당은 원천세 적용이 면제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원천세 2%가 적용됩니다.

만약 비거주자에게 지불될 경우, 현 원천세율은 20%입니다. 서비스의 원천세 지불과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보통 10% 또는 15%)은 조세조약에 의해 경감될 수 

있습니다. DGT는 pre-determined disclosure form과 조세조약 부당이용 방지등, 

조세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기업에 투자 시 고려해야 합니다(현행 한인니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서비스 소득 0%, 배당 및 이자 10%, 로열티 15%임). 

Tax Regime for a CoW/CCoW/CCA
Company

CoW/CCoW/CCA(Contract)의 중요한 점 중 한가지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입니다. 예를 들어, Contract에 특정 조세 규정이 포함될 시, 이 규정이 현행 

세법보다 우선 적용 됩니다.

일반적으로, Contract에 포함된 조세 규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를 

기점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Contract은 계약기간 동안 조세 규정을 

확정시킵니다(2세대 Contract은 현행 세금 규정을 따름). Contract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세 문제는 현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Contract에 특별 조세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의 이점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또는 적어도 계약 

만료 시까지 조세 관련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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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에 특별 조세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의 단점은, 소득세율 인하 또는 조세 

인센티브 도입등과 같은 세법의 호의적인 변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이 특별 규정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큰 규모의 광업 프로젝트에서의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광업 운영 측면에 

특별 규정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를 선호합니다.

Contract에 포함된 광업 조세 체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일부 케이스는 

Contract의 해석이 다양하여 광업 회사와 ITO간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신광업법 임시규정(Article 169)은 현행 Contract은 만료시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과금 조항을 제외하고는 신광업법을 

준수하도록 1년 이내에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정하려 하는 

Contract에 포함된 세금 및 세금외 정부 부과금 조항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Contract 조건 수정을 위해서 정부가 개별 Contract회사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나, Contract 전체가 수정되지 않고 있지습니다. 다만 사례별로 개별 

수정되고 있으며, 신광업법 Article 169에 대한 적용 guidance는 아직 없습니다. 

이 책자에 서술된 조세내용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Contracts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Appendix D는 특정 세대 Contract의 조세에 대해 요약설명 되어있습니다. 

모든 Contract 세대가 특정 세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현 세법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세체계 적용에 대한 검토는 같은 세대의 2개 Contract에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Contract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Tax administration of a CoW/CCoW/CCA company

Tax registration

 Contract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납세번호 등록을 해야 하며, NPWP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Contract회사는 광산 운영 지역세무서에 세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VAT(본사로 

종합되지 않음)과 원천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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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keeping in US Dollars

세법상, Contract회사는 bookkeeping을 US dollars 및 영어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US dollar 적용 회계연도 시작 최소 한달 전까지 US dollar와 

bookkeeping을 DGT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화와 언어사용 관계없이, 회사는 법인세 납부를 Rupiah 또는 US dollar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서를 인도네시아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연간 법인세 신고는와 신고서상 Rupiah 금액이 병기된 US dollar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Income Tax

IUP/IUPK 회사와 비슷하게, Contract회사도 세무상 순이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Contract에서, 하단에 설명한 지출은 총수입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광물 CoWs는 특별법(lex specialis)인 소득세 규정이 있습니다. CCA/CCoW의 경우, 

1세대와 대다수의 3세대 계약서에는 특별 법인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2세대와 

그 외의 3세대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회사는 소득세 계산을 위한 현행 소득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Income tax rate

Contract에 특정 소득세율이 표기된 경우, Contract 회사들은 2010년 이후 

소득부터 인하된 법인세율 2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세율은 2008년 30%에서 

인하된 것임). 일부 Contracts 세대는 감축된 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감세율을 적용하기 전, tax advice에게 문의하십시오.

Operating expenses

일반적으론 현행법과 같습니다.

Exploration and development expenses

현지 탐사 경비는 일반적으로 Contracts 지역에서의 발생연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광산 개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화 되며, Contract에 명시된 규정에 맞춰 상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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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lamation reserve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부 Contracts 세대는 복구충당부채(reclamation 

provision)의 손금산입을 위해 기존 법인세법 및 국유 은행 예치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on expenses

일반적으로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Asset revaluation

장부를 US dollars로 기재하는 Contact 회사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회사의 자산을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Employee benefits/facilities

Contracts는 해당 Contract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제공된 복지의 경우 조세혜택을 

받습니다. Contract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비용은 대부분 공제 

가능하지만, 직원이 복지비용을 직접 수령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Pre-Contract expenses

Contract 회사의 주주는 Contract 법인 설립하기 전 및 광업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비교적 큰 규모의 지출을 합니다.

Contract은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법인설립 전 비용을 Contract 회사로의 이전을 

허용합니다. 법인설립 전 비용은 이연사전운영비용(deferred pre-operating 

costs)로 적용되며, 생산의 시작시점 기준으로 상각되어, Contract 회사의 법인세 

계산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ontracts는 법인설립 전 비용을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 받아야 합니다. 

DGT로부터 승인 받은 이 규정의 적용 또한 아직 불명확합니다.

주주로부터의 법인설립 전 비용의 회사 이전에 대한 transactional tax issues, 특히 VAT와 

원천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VAT는 Contract에 의해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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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ci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에 의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별 Contract에 

따라 다른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빌딩, 도로, 다리, 항만과 같은 광업 인프라 자산은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도로, 학교, 

병원과 같은 공공인프라도 Contract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을 통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정자산은 내용연수를 기초로 종류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가속상각률(Accelerated 

depreciation)은 Contract지역에 소재한 고정자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CCoW/CCA 

이전의 세대인 경우에는 보통 투자충당금공제(investment allowance deduction, i.e. 

hypothetical depreciation)를 규정하며, 자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에 의해 고정 감가상각률을 적용합니다.

특정 Contract에는 광구 수명이 자산의 내용연수보다 짧을 경우, 광구 수명이 만료된 

시점에 자산의 나머지 장부가치를 전부 상각할수 있습니다.

Amortisation of intangible assets

유형자산은 사전운영비용, 특허, 소유권(rights), 허가증(licenses)등을 포함합니다.  

생산 이전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유효수명이 1년 이상이며, 일부 Contract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생산 시작 후 자본화 및 상각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Contract 회사 주주에 의해 발생된 법인설립 전 비용도 포함합니다.

Interest expense

대다수의 Contract에는 공정거래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은 공제할 수 있으며, 채무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Contract에 명시된 비율을 넘겨선 안됩니다.

현 세법상, 회사간 대출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부 Contract은 이자 공제를 요청하기 위해선 승인된 자본금(authorized 

capital)을 전부 납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arried forward tax losses

Contract에 명시된 기간만큼 결손금 이월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세법상, 이월이 

5년보다 적거나 혹은 많게 이월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소급공제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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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일부 Contract의 경우 현 VAT 규정과 다른 VAT 체제를 적용했을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coal 또는 gold bars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매입 VAT가 공제/환급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작 준비단계 시, 회사는 광업 상품 인도가 없기 때문에 매출 VAT는 없습니다. 

따라서, VAT 초과지불은 회사가 조세가능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했을 시 매입 VAT를 

vendor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2004년 이전까지, 광산 회사들은 그 당시 세금규정에 의해 VAT Collector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광산 회사는 하청업체(vendor)에 의해 청구된 VAT 

지급을 하청업체에 하지 않고 재무부에 직접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Contract 

회사들은 Contract에 의해서 VAT collector의 지위를 갖습니다.

Contract에서의 세무 규정에 의해, 회사는 지불한 매입 VAT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Contract 조항의 다른 해석으로 인해 VAT 환급에 대한 여러 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VAT 환급을 요청하기 전, 분쟁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VAT는 Rupiah로 표시됩니다. 회사가 US dollars로 회계처리 할 경우, 

VAT에 대한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HT

Contract 회사는 배당, 이자, 로열티등에 대한 원천세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율은 

Contract에 명시된 세무 규정, 서비스 종류, 서비스 공급자의 거주 및 비거주에 의해 

정해집니다. 

비거주 설립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원천세감면이 가능합니다(현세법의 

원천세율은 세금 경감 전 20%임). 일부 Contracts는 0% 또는 7.5%의 원천세율 

감면이 있습니다. 이 세율은 대다수의 다른 세율보다 낮습니다.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53

Import of Capital Equipment

대부분의 Contract은 상업적 생산 시작 후부터 특정 기간 동안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VAT 및 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master-list facility). 그러나, 일부 Contracts 

세대는 이러한 수입관련 조세혜택(import facility)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Contract 또는 IUP/IUPK하에서 수입 조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일반법에 

의해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수입 관세 면제 및 수입 VAT는 특정 기준에 

부합해야 함).  

Non-Tax State Revenue

Royalties

로열티는 Contract에 명시된 내용이나 IUP/IUPK holders의 현규정에 따라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기반으로 정부에 분기마다 지급합니다. 로열티는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IUP/IUPK holders에 적용되는 현 로열티율은 23쪽을 참조하십시오.

Dead Rent

Contract 또는 IUP/IUPK 유효기간 동안, 회사는 확정채굴료(dead rent)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납입해야 하며, 금액은 contract/license에 명시된 지역 

규모와 광업 운영 단계를 기반으로 계산 됩니다(기초조사, 탐사, 개발단계마다 

요율이 다름). 

Regional Tax

광산회사는 지방세와 Retribution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지방정부에 의해 

세율이 1.5%부터 35%까지 결정됩니다. Contract 체결 시점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방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지방세 종류 요약 설명은 Appendix A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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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Mineral Interests

Purchase and sale of mining interests

직접적인 Contract 양도는 제한 받으며, 흔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하단에 설명되어 있듯이, 

Contract의 양도는 여러 복잡한 세무 이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은(전체 또는 

일부) Contract 또는 IUP/IUPK 소유 회사들이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2008년 세법에는 광산회사의 광산지분 이전에 의한 소득, 자금 조달 참여, 또는 자본 

투자일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8년 소득세법에서 정부는 광업 분야에서의 소득세 계산을 위한 별도의 

정부규정(GR)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규정은 광산 지분 이전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지만, 광업 분야 소득세 계산을 위한 특정 정부규정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도인은 광산 지분 매각의 수익을 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유형자산 취득비용 공제 규정에 의한 구입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Contract 양도에 대한 일부 세금 이슈들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비용 없이 유형자산(광산 인프라 장비)와 무형자산(이연탐사지출(Deferred 

Exploration Expenditure))의 양도가 이루어 지도록 세법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굴권 매각시에 일어나는 세무 영향에 대해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Purchase and sale of shares in an IUP/IUPK or Contract
company

이 방법은 인도네시아에서의 광업권 인수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분의 매각은 과세대상입니다. 국내 매각인일 경우, 매각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거주자 매각인일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감면 또는 

매각되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상장되어 있지 않는 한, 총 수익의 5% 소득세가 

부가됩니다(이 경우, 매각대금의 0.1%가 최종과세(final tax due) 됨).   

2008년 소득세법은 “광의의(long-arm)” 자본이득 과세(capital gain tax)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55

ITO는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도관회사 또는 특수 목적 회사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고정사업장 또는 자회사의 지분 매각에 대하여 이를 인도네시아 내 회사의 주식 

매각거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TO는 매각대금의 5%를  최종과세(final tax)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 및 추가적인 사항은 면밀히 검토되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세피난처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조세피난처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인도네시아와 조세조약이 있는 

지역의 거주자일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Investment Structuring

경험적으로, 조세효율적 투자구조(tax efficient investment structure)는 광산 

유효수명 동안 대규모 절세효과를 내어, 광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광산업 투자 초기에는 

투자구조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할 Contract 및 IUP/IUPK 관련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단 하나의 Contract 또는 IUP/IUPK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ring 

fencing 조항은 소득세 명목으로는 감면이 없으며, 철저한 계획안을 요구하며, 

특히 그룹 내에서의 광업 서비스 이용, 회사간 청구금액, 회사간 대출등이 

포함됩니다.

• 조세효율적 투자구조(tax efficient investment structure)를 이용하여 과실송금 및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프로젝트 실행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일부 

조세조약에따라, 배당의 원천세는 20%에서 15% 또는 10%로 감면 가능)

• 조세조약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한, 외국 투자자에 의한 인도네시아 비상장 

Contract 또는 IUP/IUPK회사의 지분 매각은 총매각대금의 5%가 과세 됩니다. 

투자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 일부 Contract경우, 외국 주주가 설립자일 경우 배당에 대한 원천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조세효율프로젝트파이낸싱(tax efficient project financing) 전략 사용 

또는 그룹 내부 파이낸싱의 경우 과소자본세제를 고려해야 하며, 

사실상 인도네시아에서는 채무면제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입니다.(탐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투자 과정에서의 초입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투자구조 검토와 target 

광산회사의 재무/세무 실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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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Law

Law No.25 of 2007(“Investment Law”)는 사업 허가를 one-stop 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도입된 가장 최근 투자법입니다. 투자법에 의하면, 투자청 -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or “BKPM”)에게 투자 규정을 

적용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Investment Law No. 25에 의거 LLC(“PT”)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 인력의 우선사용;

•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      기업의 사회책임 적용;

• 자연 보호.

투자자의 비재생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환경적 타당성(environmental feasibility)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현장 복구 편드를 조성해야 합니다. Investment Law(기업사회책임부분 

포함)를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사업활동/허가증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국유화가 필수적이지 않은 이상, 중앙정부는 국유화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시장가격에 맞추어 배상해줍니다. 또한, 투자자는 

로열티, 배당금, 대출금 상환, 투자 및 관리체계 매각, 기술 서비스 수수료등의 

금액에 대하여 외화로 자유롭게 이체 및 본국에 송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Forestry Law

지리학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삼림을 포함한 양질의 토양이 풍부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림자원의 이용 특히, 삼림보호구역은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됩니다. 

광구 지역은 보통 삼림 지역과 겹치기 때문에 삼림규정에 의해 광업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9년 Law No. 41(“Forestry Law”)의 개정령인  2004년 Law No.19는  삼림보호구역에서 

노천광산(open-pit)을 13개 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광산회사가 삼림법 도입 이전에 계약했을 

경우, Presidential Decree No.41/2004에 의해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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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GR No. 24와 최근 2011년 3월 30일에 발행된 Minister of Forestry Regulation

No.P18/Menhut-II/2011에 의하면, 삼림청(Ministry of Forestry)에서 허가된 ‘borrow-

and-use’를 소지하면, 비삼림활동을 위한 삼림 지역의 사용은 생산삼림구역 및 

보호삼림구역 둘 모두에 허용됩니다.

보호삼림구역에서의 광산 활동은 몇 가지 조건하에 지하탄광만 가능합니다(노천광산, 

open pit 제외). 보호삼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하탄광 및 노천광산 활동 둘 다 

허가됩니다.  보존삼림구역에서의 광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삼림지역을 광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배상이 필요로 하며, 토지배상 

또는 금전적 배상으로 해야 합니다. 일부 제한적인 기초조사 및 탐사활동은 

배상의무가 없습니다(광산의 경제성 결정 목적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서는). 

‘Borrow-and-use’ 허가 소유자는 비조세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토지의 사용이 

중단되면 이와 동시에 관행조림에 착수해야 합니다. 

삼림지역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삼림청에서 승인합니다. 그러나, WPN에서의 광업 

운영이 큰 영향을 주고, 큰 규모의 지역을 커버하고, 전략적 가치가 있으면, 

삼림청만이 의회 승인 이후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환경 보호 및 자원 보존과 자립적인 광산업 유지 사이에서의 균형은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환경 보호는 다양한 법, 규정 및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위반시 벌금 

및 처벌을 받으며 극단적인 경우 license 또는/혹은 permit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환경법은 Law No. 32 of 2009 (“Environmental Law”)에 의해 갱신 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전략적 환경 분석을 해야 하며 환경 친화적 개발이 특정 지역의 발전에 

융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광업법 및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 및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천연자원의 개발을 

수행하는 광산 회사는 환경적 영향 평가, 관리 및 감시 계획을 포함한 ‘환경 영향 

계획 문서’ - environmental impact planning document(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or AMDAL)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MDAL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환경 관리 준수 

문서 - An environmental management effort document, Upaya Pengelolaan

Lingkungan (UPL) and Upaya Pengawasan Lingkungan (UKL)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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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은  3년에서 15년 구금 또한/혹은Rp 100 million부터 Rp 750 

million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환경법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최소 형벌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술 프로세스 적용과 생산비 증가로 인한 타임래그(time lag, 경제활동에 어떠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적 지체를 의미)때문에 

환경품질관리(배기가스 및 폐수 온도 레벨)가 최근 산업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oEMR은 현재의 생산 레벨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환경법의 적용을 2년 

연기하도록 제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환경법 연기에 관련해서 결정사항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nergy Law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관리 계획안을 구성하였습니다. Law No. 30 of 2007에 의하면, 

National Energy Council은 정부기관으로서 국가 에너지 규정을 디자인 및 제작하고,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결정하며, 에너지 위기 상황시 절차를 결정하고, 에너지 

필드에서의 규정 적용을 감시합니다.  

Other Regulations Related to Mining
Operations

인도네시아 광산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다른 관련 규정은 지하수 사용 규정, 고정자원으로 

부터의 공기 오염 통제 가이드라인, 수질 및 오염 규정, 폐유 규정 및 생산을 위한 화학품 

저장 규정이 포함됩니다. 준수하지 못할 시, 벌금 및 형벌을 받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license/permit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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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roviders to the Mining Industry

광산회사는 일반적으로 개발 및 평가, 개발, 운영, 폐광 및 복구와 같이 4개의 

운영단계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은 외부업체에 의해 

운영됩니다. 

• exploratory drilling 및 샘플링

• 인프라 건설

•       광 산 업  계 약  및  오 버 버 든 ( o v e r b u r d e n )  제 거  

 •       운반 및 barging

신광업법 및 PerMen 28에 의거, 인도네시아 법인기업만이 광업 l icense ho lder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4 종류의 광업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ploratory 인프라 건설회사         광산업                  운반 및

drilling 및                                            계약 및                  barging

샘플링                                             overburden          회사

회사                                               제거회사

규정 Law 25/2007
PR 36/2010

Law 4/2009
PerMen 28

Law 25/2007
PR 36/2010

Law 4/2009
PerMen 28

Law 25/2007
PR 36/2010

Law 4/2009
PerMen 28

Law 25/2007
PR 36/2010

Law 4/2009
PerMen 28

투자 license 

발행기관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비즈니스 

license

발행기관

에너지 광물 

자원부 

Construction
Services
Development
Agency

에너지 광물 

자원부 

• Minister of
Transport

• 에너지 광물 

자원부, 주지사, 

시장(서비스 

지역에 따라 

다름)



Exploratory 인프라 건설회사         광산업                  운반 및

drilling 및                                            계약 및                  barging

샘플링                                             overburden          회사

회사                                               제거회사

비즈니스 

license

기간 

3년(연장 

가능) 

Minister of Energy
and

3년(연장 

가능) 

• 제한 없음 

(교통부 승인)

•  3년(연장 가능, 

에너지광물자원부 

승인)

외국인 최대 

소유권

최대 100% -   기자재구매 

서비스(95%)

-   대규모 건설 

도급업 및 

컨설팅(55%)

-   소/중 규모 건설 

도급업 및 

컨설팅(지역 

소규모 회사만 

해당)

-   건설회사는 

대리인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컬회사와 합동 

운영 되어야 함.  

-   최대 100% 

-   소/중 규모 

굴착,  

땅 고르기, 

광업을 위한 

부지 준비 

(지역 소규모 

회사만 해당) 

- 강, 

호수등에서의 

수상 운송 

시설 (49 %)

- 특정 물품,

화물 중장비

(49%)

- 터미널 지원 

서비스 (49%)

-   국내외 해상 

운송(49%)

-   육상 운송 렌탈 

(지역 투자자만)

-   최대 100%,

일반적인 광업 

서비스 회사가 

설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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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ory 인프라 건설회사         광산업                  운반 및

drilling 및                                            계약 및                  barging

샘플링                                             overburden          회사

회사                                               제거회사

조세 현행법 현행법 (최종

분리과세)

현행법 현행법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Contractor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지역 개발(CD)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법 Corporations Law (UU PT) no 40/2007 article 74에 의하면, 자원관련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PT회사들은  CSR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회사의 지출 계획안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 의해 추가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어떠한 정부규정도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Processing

신광업법 하에서, 광산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공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Section II – New Mineral and Coal Mining Law 참조). 현재, PT

Smelting(copper smelter and refinery in East Java)을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에서 

downstream processing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Downstream processing

규정 Law 25/2007, PR 36/2010, Law No.
4/2009, PerMen 7/2012

투자 license 발행기관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비즈니스 license 발행기관 지역에 따라서 MoEMR/Governor/Mayor가 

결정함.



Downstream processing

비즈니스 license 기간 3년 (연장 가능)

최대 외국인 소유권 100%

조세 현행법

Government Regulation No. 62/2008에 의하면, 정부는 철광석 공정, 철 가공 산업,

aluminum 용광로,  copper plate and wire 산업, copper and rod extraction 산업 and

copper tube, pipe and rod industry, hydrometallurgical nickel purification, lead

processing and purification and zinc processing and purification관련 downstream 

processing 회 사 에 만  일 정  인 센 티 브 를  적 용 하 도 록  되 어 있 습 니 다 .  (새로운 

또는 확장된 프로젝트만 해당) 인센티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6년 동안 승인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충당금 30% (매년 5%식) 

•  가속상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리(일반 비율보다 2배 높음)

•  비거주자인 주주 배당에 대한 원천세 10% 감면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최고 10년까지).

Mining Infrastructure

미개발지(greenfield) 광업 프로젝트 설립은 자본집약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산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며(운송/진입 도로, 철도, 컨베이어, 발전소, 캠프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washing & crushing 시설, ship loader), 때로는 원격지에 위치해 

있으며 급수/환적 설비와 거리가 먼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인프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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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eparate business

항구 도로 발전소 철도

규정 Law 17/2008
Law No. 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77/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2010
Presidential
Regulation No.
61/2009

Law 38/2004
GR 34/2006
GR 8/1990
GR 40/2001
GR 15/2005
Law No.
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77/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2010

Law No. 30 year
2009
GR 3/2005
GR10/1989
Law No. 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77/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2010

Law No. 23 year
2007
Government
Regulation No.
56/2009
Law No. 25/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77/2007
Presidential
Regulation No.
36/2010

투자 license

발행 기관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항만 비즈니스는

항만 관리

기관과 동의한

회사가 수행할

수 있음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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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도로 발전소 철도

비즈니스

license

발행기관

교통부 산하기관인 

Port Authority에 의해 

Port Operating

Licence 승인 

Sea Port

Operating Licence 은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 Minister for Main

Port and Hub

Port

- Governor or

Mayor/Regent for

Feeder Port

Lake/River Port

Operating Licence은  

Mayor/ Regent가 

발행

Minister of
Public Works

정부의 면허

허가 승인

비즈니스/전력 

발전소 위치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

부, 주지사, 

시장이 발행

철도 범위 구역에

따라 교통부,

주지사, 시장이

발행

비즈니스 

license

기간 

Port Authority의  

면허 허가 승인에 

표기된 기간 

Ministry의  면허 

허가 승인에 

표기된 기간 

운영 licence에 

대한 특정한 기간 

제한 없음

- Railways

Infrastructure

operational

license:

Ministry,

주지사, 시장의 

면허 승인 

- Railways

Facility

operational

license 5년 

(연장 가능) 

License 양도 No Yes, 해당 처부의 

승인 하에 가능함 

규정 안됨 규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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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도로 발전소 철도

외국인

최대

소유권

-   항 구 시 설  

(49%)

-   하역장 (49%)

-   리셉션 

시설(49%)

-   항구 비즈니스 

(제한은 

업지만 

정부규정 

제안에는 

최고 49%로 

되어 있음)

95% -  전 기 발 전 소  

장 비 의  개 발  

및  

설 치 ( 9 5 % )  

-  장 비  유 지  및  

운 영 ( 9 5 % )  

-  장비기술 

개발(95%)  

-   발 전 소 ,  

원 자 력  

발 전 소 ,  

송 전  및  

배 전  

( 9 5 % )

-   발 전 소  최 고  

1 0 M W

해당사항 없음.

토지 권리 Port Authority가 

승인.

Port

Authority가 

승인한 면허 

내용을 기초로 

비즈니스 수행.

정부의 면허허가

승인.

Hak

Guna Bangunan

(Right to Use Land

for Erecting

Building)에 의해 법적 

권리를 회사에 80년간 

양도.

정부의 면허허가 

승인에 따라 다름.. 

정부 수수료 면허허가 승인에 

의해 규제.

규제 안됨. 송전 및 배전

시설의 비과세

정부부담금.

규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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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도로 발전소 철도

조세 현행법 현행법 현행법 현행법

기타 이슈 Law 17/2008은 GR에 

의해 좀 더 명확한 

시행규제가 적용될 

것이라 약정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항만 운영관련

규정은 없음. 

유료도로

비즈니스에서

만 가능함.

추가적인 GR이

발행되지

않았음.

Ministry

Regulation의

추가적인

구제적용을

기다리고 있음.

As part of mining business

특수항만/ 도로 발전소 철도

터미널
규정 Law 17/2008

Law 4/2009
Presidential
Regulation No.
61/2009

Law 38/2004
GR 34/2006
GR 8/1990
GR 40/2001
GR 15/2005
Law 4/2009

Law 30 /2009
GR 3/2005
GR10/1989
Law 4/2009

Law 23/2007
Government
Regulation No.
56/2009
Law 4/2009

비즈니스

licence

발행기관

교통부 - Regency내에 

위치할 경우, 

시장/regency가 

발행 

- 주 내에서 

regency가 2곳 

이상일 경우, 

주지사가 발행 

- 주가 2곳 이상일 

경우, 

에너지광물자원부

에서 발행

- Regency내에 

송전일 경우, 

시장/regency가 

발행 

- 주 내에서 

regency간의 

송전일 경우, 

주지사가 발행 

- 전국적인 송전일 경우 

Ministry가 발행.

철도 범위 구역에

따라 Ministry,

주지사, 시장이

발행

비즈니스 

licence

기간

5년(연 장 가능)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 없음 

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 없음 

Ministry

Regulation에 의해 

추가로 규정될  

것임. 

토지 권리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사용 가능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67



특수항만/ 도로 발전소 철도

터미널

기타 이슈 최단거리에 있는 

항구가 특수 항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승인. 

없음 없음 Ministry

Regulation의 

추가적인 

구제적용을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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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지방세

하단의 테이블은 광산업 관련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세종류
최대 관세

현 관세 산출 방식

A. 주세 (Provincial Taxes)

1 자동차 및 중장비 세금 10% 개인 차량 

첫 번째 차량 소유 시 1%-2%  판매 가격 및 weight

factor (size, fuel, type,

etc.)를 참조해서 계산되며, 

정 부 는  계 산  

가 능 하 도 록  관 련  

테 이 블 을  발 행 함 .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차량 소유 시 2% - 10%

0.5% - 1% - public 차량 

중장비 차량 0.1% - 

0.2%

2 자동차 명의변경 

비(above- water

vessels and

heavy

equipment)

20% 자동차 

20%  - 첫 번째 명의변경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명의변경 

시 1%  

중장비 

0.75% - 첫 번째 명의 변경 

두 번째 또는 그 이상의 명의변경 

시  0.075%  

3 자동차연료

세금

10% Public 차량: 개 인 차 량  연 료 에  

대 한  세 금 보 다  최 소  5 0 %  

낮 음 . ( 지 역 에  따 라  다 름 )  

연료 판매 

가격(휘발유, 디젤,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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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류
최대 관세

현 관세 산출 방식

4 지하수및지표수

사용에대한세금

10% 지표수에만관세적용 수도의 구입가격(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결정됨).

B. 지방세(Regency and Municipal Taxes)

5 가로등에 대한 

세금 

10% 산업 사용 3%   전기료 

개인 사용1.5%   

6 비금속 및 암석에 

대한 세금 

(formerly

C-Category mined

substance

collection)

25% 지역적으로 다름 

7 지하수 세금 20% 지역적으로 다름  구입가 

8 토지세 및 

임차료 세금 

0.3% 지역적으로 다름 특정 종류의 토지 및 

건물에만 해당 

9 토지 및 건물 권리 

취득세 
5% 지역적으로 다름 토지 및 건물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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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

MINISTER

DIRECTORATE GENERAL
OF MINERALS and COAL

Secretariat of
Directorate General

Directorate of Program
Supervision for Minerals

& Coal

Directorate of Supervision
for Mineral business

Directorate of Supervision
for Mining business

Directorate of
Engineering &

Environment for
Minerals and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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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산업 연합

인도네시아 광업 협회

May 1975. IMA는 비정부, 비정치적, 비영리 국가 광업기구로서, 

1975년 5월 29일 Jakarta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회원자격은 인도네시아 광산업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합회는 멤버들을 위한 광업 관련 강연 및 세미나를 열고, 

인도네시아 광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최하며, 광업관련 

정보 발행물을 발간하며, 국내외 인도네시아 광산업을 대표하는 등, 

정부와 광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IMAsean Federation of Mining Associations (AFMA) 협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MA의 목적 및 목표는 광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통해 탐사, 광업, 

beneficiation and metallurgical 측면에 대한 비전매 특허(non-

proprietary) 및 non-confidential 정보를 전파합니다. 

a)    광산업 개발 조성;

b)    노하우 및 전문지식 교류 활성화 

c)    광산 비즈니스 및 기술을 홍보를 위한 세계 광산 

협회와의 협력 

협회는 현재 120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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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석탄 산업 협회

2004.ABPI/IVM는 비정치적, 비영리를 기반으로 석탄 산업 분야 기업을 위한 

단체입니다. APBI-ICMA는 1090년 9월 20일에 설립되었고, 10월 16일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APBI-ICMA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이 석탄 산업 분야에 폭넓은 

참여할 수 있게 비즈니스 환경을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들간의 소통 및 자문을 촉진시키고, 정부와 석탄 산업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APBI-ICMA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른 협회, 기업, 또는 관련 국내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APBI-ICMA는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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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W 세대별 정리

No Item 1세대 2세대 3세대 비고

1 채굴확정료 –연간

US$/헥타르 (달리

언급되었을 시 제외)

a. 기초조사 0.01 – 0.03

b. 탐사 0.08 – 0.20

c. 타당성 0.20

d. 건설 0.20

e. 운영 1.00

0.05 – 0.10

0.20 – 0.70

1.00

1.00

2.00 - 4.00

0.025 – 0.05

0.10 – 0.35

0.50

0.50

1.50 – 3.00

2세대의

채굴확정료는 현행

채굴확졍료 관세에

의해 규정됨

2 생산 로열티 13.5%

(%)

13.5% 13.5% 석탄 판매

가격에서 마케팅

및 판매비용 제외

3 CIT

a. 세율 운영기간 첫

10년 동안

35% 적용 ,

그 이후부터

45% 적용

현행 세율 적용. 

세 율 은  

2 0 0 9 년 에  

2 8 % 로  

감 소 되 었 고 ,  

2 0 1 0 년  이 후 는  

2 5 % 로  감 소

최고 30%

(정부규정에

의해 세율

감소)

b. 감가상각률

건물외 자산:

i. 정액법 12.5%

ii. 정률법 Not Applicable

Building assets:

i. 정액법 12.5%

ii. 정률법 Not Applicable

현행 감가상각

세율 적용

현행 감가상각

세율 적용

10% -50%

20% - 100%

10% -20%

Not Applicable

3세대의 경우,

감가상각 세율은

Contract Area에

위치한 유형자산에만

적용. 그 외에는

1994년 제정된

소득세법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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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em
1세대

. 상각률

%)

a. 정액법 12.5%

b. 정률법 Not applicable

2세대

현행 상각

세율 적용

3세대

10% -50%

20% - 100%

비고

대다수의 CCoW는

상업운용 이전의

비용을 이연 및

상각할 수 있음

. 가속 상각

건물외 자산: 25%

건물 자산: 1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가속 상각은 자산 유효수명

처음 4개년에만 해당됨.

. 투자 충당금 투자 전체금액의

2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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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가능 비용 :

영업비:

i. 재료, 부재료, 

장비, 유틸리티 

비용

ii. contracted 
services

비용

iii. 보 험 프 리 미 엄 

iv. 보험으로 보상 

불가능한 피해/손실

v. 로열티 지불 또는 

특허, 디자인,

기술정보 관련 비용 


























Appendix D

No Item 1세대 2세대 3세대 비고

vi. 재 고 자 산 처 분 

손실

vii. 임차료 

viii. 확정채굴료, 

surface rent,

생산 로열티,

인지세 등

ix. Sales Tax 

x 비공제 VAT Silent

xi. 공 정 

treating, 유지보수,

handling, 저장,

운송, 선박 비용

xii. 커미션 및 

디스카운트

비용

xiii. 환경복구충당 Silent

environment/
reclamatio

xiv. 주주들의 Silent

회사 설립이전

비용

판관비

i. 급여 

















x









Silent













공제 안됨

3세대의 경우, DGT의

승인 및 외부 감사를

받았을 시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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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1세대 2세대 3세대 비고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계약구역 내

특정한

복리후생비

연구 비용

여행경비

기술료

해외 관리 및 기타

수수료

통신 및

사무용품비

회비

마케팅 비용

법률 및 감사 비용

일반 간접비

탐사비용

기타비용

























x















































2세대의 경우, DGT에서

원격지에 대한 승인

없이는 공제 안됨

2세대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연구활동을 해야 함

출장 경비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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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1세대 2세대 3세대 비고

xiv. 복구관련 Silent

충당부채

g. 이자 공제

최고 부채대 자본 비율 1.5 to 1

투자금 US$200m 해당사항 없음

미만 경우의

부채대 자본 비율

투자금 US$200m 해당사항 없음

이상 경우의

부채대 자본 비율



Silent

Silent

Silent



해당사항 없음

5 to 1

8 to 1

3세대의 경우, 국유

은행에 예치금이 있어야

하며,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DGT의 승인 있어야 함

현재 thin

capitalisation rule을

포함한 광업 조세관련

정부규정을 DGT가

기안중임

h. 이월결손금 4년 5년 8년 2세대는 현행법의 이월

결손금을 준수함

4 원천세

i. 배당금 , 10%

이자

로열티

ii. 배당금 10%

(founder
shareholder)

iii. 임차료, 10%

기술, 관리,

기타 수수료

20%

Silent

2% to 20%

20%

7.5%

1.5% to 20%

- 3세대 원천세

의무는 1994년

소득세 이후 제정됨

- 조세조약에 의해

감면된 세율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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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1세대 2세대 3세대 비고

iv. 직원 소득세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적용 가능 - 2세대는 현

직원소득세 규정을

준수함

5 Value Added Tax rate

i. 석탄 판매 VAT 해당사항 없음

ii. 국 내 매 입 VAT 해당사항 없음

iii. 수 입 VAT 해당사항 없음

iv. 해외 서비스 VAT 해당사항 없음

note: remittance
is required
but will get
reimbursement

면제

판매회사에

10% 지불

Custom Office

10% 지불

과세액자체평가

10%

국내판매10%;

수출 판매 0%

광산회사가

10% collect

운영기간

10주년까지

면제

과세액자체평가

10%

- 3세대 CCoW VAT

의무는 1994년 VAT법

이후 제정됨. 납입한

VAT는 공제/환급

가능함

- Input VAT 2세대

CCoW에서공제/환급이

불가능하지만, 법인세로

공제 가능함

- 2세대는 현행

VAT법을 준수함

6 Sales Tax rates 국 내  서 비 스  

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VAT가 도입되면서

1984년에 Sales Tax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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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1세대 2세대 3세대 비고

7 자본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면제/

현행법에 

의거,  

운영기간 

10년까지 

감소된 관세 

적용

면제/

현행법에 

의거,  

운영기간 

10년까지 

감소된 관세 

적용

BKPM Master List

승인하에 수입관세

면제

8 기타 세금 및 추가부담금

a. 지방세

(e.g. 차량 및 가로등)

지방개발세금

(“IPEDA”):

최고 연간

US$100,000

적용 가능 계약시

현행되었던

세율을

초과하지 못함

2세대는 현행 법규 및

규정을 준수

b. 토지건물 부동산세 Silent 적용 가능 적용 가능 2세대는 현행 법규 및

규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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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CoW 세대 정리

No Item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비고

1 채굴확정료-연간US$/헥타르 (달리

언급되었을 시 제외)

a. 기초 조사

b. 탐사

c. 타당성

d. 건설

e. 운영

0.01 - 0.03

0.08 - 0.2

0.2

0.2

1.00 - 2.00

0.025 - 0.05

0.1 - 0.35

0.5

0.5

1.50 - 3.00

0.025 - 0.05

0.1 - 0.35

0.5

0.5

1.50 - 3.00

0.025 - 0.05

0.1 - 0.35

0.5

0.5

1.50 - 3.00

0.025 - 0.05

0.1 - 0.35

0.5

0.5

1.50 - 3.00

2 생산 로열티(%) Annex E Annex F Annex F Annex F Annex F CoW의 Annex F에 로열티 세율이 나와있음  

3 법인세

a. 세율

현행법 준수, 그러나다음이상

초과할 수없음

- 운영기간첫 5년동안35%

- 운영기간5년동안40%

- 그이후는45%

최고 35% 최고 35% 최고 30%

(정부 규정에

따라 잠재적

세금 인하

가능)

최고 30%

(정부 규정에

따라 잠재적

세금 인하

가능)

b. 감가상각률

건물외 자산:

i. 정액법

ii. 정률법

건물 자산:

i. 정액법

12.5%

해당사항 없음

12.50%

Not Applicable

해당사항 없음

25%

25%

Not Applicable

Group 1 & 2 follows
ITL 1984
Group 3: 12.5%

Group 1 & 2 follows
ITL 1984

12.50%

해당사항 없음

10% -50%

20% - 100%

10% -20%

해당사항 없음

10% -50%

20% - 100%

10% -20%

해당사항 없음

5세대의 경우, 세금 감가상각률은 Contract

Area에위치한 유형자산에만 적용. 그

외에는 1984년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함.

6세대 및 7세대는 세금 감가상각률은

Contract Area에 위치한 유형자산에만적용.

그 외에는 1984년 소득세법을적용해야 함.

c. 상각률(%)

a. 정액법

b. 정률법

12.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5%

25.0%

해당사항 없음

10% -50%

20% - 100%

10% -50%

20% - 100%

대다수의 CCoW는 상업운용 이전의

비용을 이연 및 상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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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비고

d. 가속상각

건물외 자산 :

건물 자산:

25%

1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세대의 경우, 가속상각은 자산

유효수명 처음 4개년에만 해당됨

e. 투자 Credits 투자 전체 금액의 20%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연 5%

f. 공제 가능 비용:

영업비:

i. 재료, 부재료, 장비, 유틸리티 비용 

ii. contracted services 비용 

iii. 보 험 프 리 미 엄 

iv. 보험으로 보상 불가능한 

피해/손실

v. 로열티 지불 또는 특허, 디자인 

기술정보 관련 비용

vi. 재고자산 처분 손실 

vii. 임차료 

viii. 확 정 채 굴 료 , surface rent, 

생산 로열티, 인지세 등

ix. Sales tax 

x. 비공제 VAT Silent

xi. 공정, treating, 유지보수 

handling, 저장, 운송, 선박 비용

xii. 커미션 및 디스카운트 비용 

xiii. Expenses for environment Silent

xiv. 주주들의 회사 설립이전 비용 























Silent








Silent





















Silent







Silent






















Silent





























Silent











3세대의 경우, DGT의 승인 및 외부

감사를 받았을 시에 공제 가능

비용에 대한 DGT의 승인 및 외부

감사를 받았을 시에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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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비고

판관비

i. 급여

ii. Costs of specified BIKs in the
contract area

iii. 연구 비용

iv. 여행 경비

v. 기술료

vi. 해외 관리 및 기타 수수료

vii. 통 신 및 사 무 용 품 비

viii. 회비

ix. 마케팅 비용

x. 법률 및 감사비용

xi. 일반간접비

xii. 탐사 비용

xiii. 기타 비용

xiv. Reserve for reclamation

































Silent


































Silent


































Silent




































































출장 경비만 해당됨.

국유 은행에 예치금이 있어야 하며,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DGT의 승인이 있어야 함

g. 이자 공제

최고 부채 대 자본 비율

투자금 US$200m 미만의 경우

부채 대 자본비율

투자금 US$200m 이상 경우의

부채 대 자본 비율

1.5 to 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to 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to 1

8 to 1

해당사항 없음

5 to 1

8 to 1

해당사항 없음

5 to 1

8 to 1

h. 이월결손금 4년 (운영기간첫 5년이전의

결손금은 연도에상관없이사용할

수 있음

8년 5년 ~ 8년 8년 8년

4 원천세

i. 배당금, 이자, 로열티 10%

ii. 배당금 (founder 상기 참조

shareholder)

국내 과세대상자 15%

국외 과세대상자 20%

상기참조

국내 과세대상자 15%

국외 과세대상자 20%

상기참조

0% to 20%

0% to 7.5%

0% to 20%

0% to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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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비고

iii. 기술관리및기타비용 현행법

iv. 임차료 현행법

v. 직원 소득세 적용 가능

2% to 20%

국내 과세대상자 15%

국외 과세대상자 20%

적용 가능

국내 과세대상자 9%

국외 과세대상자 20%

국내 과세대상자 15%

국외 과세대상자 20%

적용 가능

15% to 20%

15% to 20%

적용 가능

15% to 20%

15% to 20%

적용 가능

5 Value Added Tax rate

i. 판매 VAT Silent

ii. 국 내 매 입 VAT Silent

iii. 수 입 VAT Silent

국내판매10%

수출 판매 0%

판매회사에10%

운영기간 첫 10년까지

이연이 가능함.

10% 과세액 차제평가

국내판매10%

수출 판매 0%

광산회사가10%

collect

운영기간 첫 10년까지

이연이 가능함.

10% 과세액 차제평가

국내판매10%

수출 판매 0%

판매회사에10%

운영기간 첫 10년까지

이연이 가능함.

10% 과세액 차제평가

국내판매10%

수출 판매 0%

판매회사에10%

운영기간 첫 10년까지

이연이 가능함.

10% 과세액 차제평가

5세대 VAT 의무는 are 1994년 VAT법

이후 제정됨

6세대 및 7세대 VAT 의무는 are 1994년

VAT법 이후 제정됨

납입한 VAT 공제/환급 가능함

6 Sales Taxes rate 적용 가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VAT가 도입되면서 1984년에 Sales Tax 폐지

7 자본재에 대한 면제 상업 생산 첫 10년까지

면제

운영 기간 첫

10년까지 면제/할인

세울

운영 기간 첫 10년까지 면

제/할인 세울

운영 기간 첫 10년까지 면

제/할인 세울

운영 기간 첫 10년까지 면

제/할인 세울

BKPM Master List 승인하에 수입관세

면제

8 기타 세금 및 추가 부담금

a. 지방세 (차량 및 가로등)

- 각 지방마다 적용이 다름

- 지방개발세금

(“IPEDA”): 확정채굴료 및

non-public area 금액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적용 가능 CoW 체결 당시의 세율보다 높을

수 없음

b. 토지건물 부동산세 Silent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적용 가능

86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87

Appendix E

Mining in Indonesia Investment and Taxation Guide 83

Glossary

Term Definition

AMDAL 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I Bank of Indonesia

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Indonesia’s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CCA Coal Co-operation Agreement

CoW Contract of Work

CCoW Coal Contract of Work

CD Community Development

Contracts CoW/CCoW/CCA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DGoMC Director General of Minerals and Coal

DGT Directorate General of Taxation

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Forestry Law Law No. 41 of 1999 as amended by Law No. 19 of 2004

GDP Gross Domestic Product

GoI/Government Government of Indonesia

GR Government Regulation

GR22 Government Regulation No.22 of 2010, dated 1 February 2010

GR23 Government Regulation No.23 of 2010, dated 1 February 2010

GR24 Government Regulation No.24 of 2012, dated 21 February 2012

GR55 Government Regulation No.55 of 2010, dated 5 July 2010

GR78 Government Regulation No.78 of 2010, dated 20 December 2010

ha Hectare

IPR Izin Pertambangan Rakyat (People's Mining Licence)

ITO Indonesian Tax Office

IUJP Izin Usaha Jasa Pertambangan (Mining Services Business Lic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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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Definition

IUP Izin Usaha Pertambangan (Mining Business Licence)

IUPK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Special Mining Business Licence)

KP Kuasa Pertambangan (Mining Right)

Minister Minister of the MoEMR

Mining Law Law on Mineral and Coal Mining No.4 of 2009

Mo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MoF Ministry of Finance

NEP National Energy Policy

NPWP Nomor Pokok Wajib Pajak (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

PE Permanent Establishment

PerMen 7 Regulation of the MoEMR No. 7/2012, dated 6 February 2012

PerMen 17 Regulation of the MoEMR No. 17/2010, dated 23 September 2010

PerMen 28 Regulation of the MoEMR No. 28/2009, dated 30 September 2009

PerMen 34 Regulation of the MoEMR No. 34/2009, dated 31 December 2009

PMA Penanam Modal Asing (Foreign Investment Company)

PT Limited Liability Company

PTBA PT Tambang Batubara Bukit Asam (Persero) Tbk

PwC PwC refers to a network of member firms of PwC Internation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SKT Surat Keteregan Terdaftar (Registration Letter for non-core mining services
business)

VAT Value Added Tax

WHT Withholding Tax

WP Wilayah Pertambangan (Mining Area)

WPN Wilayah Pencadangan Negara (State Reserve Area)

WPR Wilayah Pertambangan Rakyat (People's Mining Area)

WUP Wilayah Usaha Pertambangan (Commercial Mining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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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

About PwC

The firms of the PwC global network
(www.pwc.com) provide Industry-
focused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for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More than 169,000 people
in 158 countries connect their thinking,
experience and solutions to build trust
and enhance value for clients and their
stakeholders.

Our offerings are organised into three
Lines of Service, each staffed by highly
qualified experienced professionals and
leaders in our profession.

• Assurance Services provides
innovative, high quality, and cost-
effective services related to an
organisation's financial control,
regulatory reporting, shareholder
value and technology needs;

• Tax Services provides a range of
specialist tax services in three main
areas: tax consulting, tax dispute
resolution, and compliance. Some of
our value-driven tax services for the
mining sector include:

- International tax
structuring

- Mergers and acquisitions

- Compliance services

- Dispute resolution

- Indirect taxes

- Transfer pricing; and

- Tax process reviews.

• Advisory Services provides
comprehensive advice and
assistance relating to transactions,
performance improvement and
crisis management, based on long-
term relationships with clients and
our financial analysis and business
process skills.

http://www.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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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Indonesia’s IPO Centre is comprised of specialists who provide a broad range of
services to companies in connection with capital markets transactions, including:

• Advising on and assessing your company’s readiness for becoming a public
company

• Acting as reporting accountants on capital markets transactions

• Assisting and advising on accounting conversion projects

• Advising on regulatory issues

• Advising on the restructuring and re-organization to effectuate the IPO

• Consider listing eligibility issues

• General planning and preparation.

For companies operating in the Indonesian mining sector, there are some compelling
reasons to choose PwC Indonesia as your professional services firm:

• The PwC network is the leading adviser to the mining industry, both globally
and in Indonesia, working with more explorers, producers and related service
providers than any other professional services firm.

• We have operated in Indonesia since 1971 and have over 1,000 professional staff,
including 38 Indonesian national partners and expatriate technical advisors,
trained in providing assurance, advisory and tax services to Indonesian and
international companies.

• Our Energy, Utilities and Mining (“EUM”) practice in Indonesia comprises over 250
dedicated professionals across our three Lines of Service. This body of professionals
brings deep local industry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international mining
expertise and provides us with the largest group of industry specialists in the
Indonesian professional market. We can also draw on the PwC global EUM network
which includes some 3,400 qualified industry experts.

• Our commitment to the mining industry is unmatched and demonstrated by our
active participation in industry associations around the world and our thought
leadership on the issues affecting the industry. Through our involvement with
the Indonesian Mining Association, Indonesian Coal Mining Association and
Indonesian mining companies, we help shape the future of the industry.

• Our client service approach involves learning about the company’s issues and
seeking ways to add value to every task we perform. Detailed mining knowledge
and experience ensures that we have the background and understanding of
industry issues and can provide sharper, more sophisticated solutions that help
clients accomplish their strategic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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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Mining Contacts

Assurance Tax

Sacha Winzenried
sacha.winzenried@id.pwc.com
T: +62 21 528 90968

Dwi Daryoto
dwi.daryoto@id.pwc.com
T: +62 21 528 91050

Yanto Kamarudin
yanto.kamarudin@id.pwc.com
T: +62 21 528 91053

Yusron Fauzan
yusron.fauzan@id.pwc.com
T: +62 21 528 91072

Fandy Adhitya
fandy.adhitya@id.pwc.com
T: +62 21 528 90749

Daniel Kohar
daniel.kohar@id.pwc.com
T: +62 21 528 90962

Paul van der Aa
paul.vanderaa@id.pwc.com
T: +62 21 528 91091

Anthony Hodge
anthony.x.hodge@id.pwc.com
T: +62 21 528 90687

PwC Indonesia (www.pwc.com/id)
Plaza 89
Jl. H.R. Rasuna Said Kav. X-7 No.6
Jakarta 12940 - INDONESIA
P.O. Box 2473 JKP 10001
Telp: +62 21 5212901
Fax: +62 21 5290 5555/5290 5050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 +62 21 528 90370

Ali Mardi
ali.mardi@id.pwc.com
T: +62 21 528 90622

Anthony J Anderson
anthony.j.anderson@id.pwc.com
T: +62 21 528 90642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T: +62 21 528 90972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T: +62 21 528 90765

Triadi Mukti
triadi.mukti@id.pwc.com
T: +62 21 528 90821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T: +62 21 528 90520

Advisory

Gopinath Menon
gopinath.menon@id.pwc.com
T: +62 21 528 75772

Mirza Diran
mirza.diran@id.pwc.com
T: +62 21 528 90950

Michael Goenawan
michael.goenawan@id.pwc.com
T: +62 21 528 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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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Sharing Contract
new tax implementing regulat
under GR79
The Min is t ry of Fina nc e (“ M o F”) has j u s t r el ea s e d 3 im p le m e n t in g r e g u la t i o n s

ad d re s sin g the f ol lo w in g to pics :-

a) Pa re nt C o m p any O ver he ad (“ P C O”) Al loca t io n Cap (PMK 2 5 6 d a te d 2 8

b ) PSC Tra n s fe rs a n d PSC Up l if t s (PMK 25 7 da te d 28 D ece m be r 20 1 1 ) ;

c) E x p at ri a te R e m u n era t io n Cap (PMK 2 5 8 d a te d 28 De ce m b er 2 0 1 1 )

The fo l lo w in g is a hig h le ve l s u m m a ry of th e re g u la ti o n s .

P C O Al l o ca t i o ns (P M K-256 )

Key featu re s :-

a) PMK 2 5 6 s t ip u la t e s th e cap for PCO a llo ca t io ns of 2% of a n n ua l s p e n d

p u r p o se s, in f ur th er a nc e of A rt ic le 1 2 ( 2 ) (f ) of GR 79 . It d o e s n o t a d d re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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