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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산업이 신규 Tax Holiday 적용이 가능한지?
Tax Holiday에 대한 신규 규정인 재무부 규정 No.35/PMK.010/2018 (PMK-35)에 후속하여,
투자조정청(Badan Kordinasi Penanaman Modal/BKPM)은 Tax Holiday 신청이 가능한 선도
산업의 리스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청절차를 규정하는 신규규정인 No.5/2018 (BKPM-5)을
2018년 5월 30일자로 발표하였다.
Tax Holiday 신청이 가능한 비지니스를 구분하기 위하여 BKPM-5는 비지니스 분류
코드(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KBLI)를 사용하고 있다. PMK-35에 명시된
17가지의 선도산업의 범위에는 총 153개의 비지니스가 포함되어 있다. 동 리스트는 어떠한
산업이 선도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이견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Tax Holiday를 신청 및 적용 함에 있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선도산업 중 하나에 속하는 “economic infrastructure”와 관련하여, 인프라스트럭쳐 중
유료도로(toll road)와 전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동 세금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주된 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두 가지 비지니스에 대한 투자자에게는 동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PMK-35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재무부는 투자조정청장으로부터 완결된 제안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Tax Holiday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BKPM-5

www.pwc.com/id

규정에서는 BKPM은 납세자로부터 완결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동
제안서를 반드시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BKPM-5 규정의 KBLI 리스트와 관련하여서는 동 링크(this link)를 참조하길 바란다. PMK-35에
대한 사항은 TaxFlas No.03/2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회사에 대한 조세혜택
과거 규정에 따르면, 벤처캐피탈회사(Venture Capital Compay, VCC)가 인도네시아 비상장 중소 규모
기업(micro, Small, or Medium sized Enterprise, SME)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였다.
재무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재무부규정 No.48/PMK.010/2018 (PMK-48)을
2018년 5월 11일자로 발표하였다. PMK-48은 현행 SME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SME에 투자한
벤체캐피탈회사의 세무처리에 대한 재무부 부칙 No.250/KMK.04/1995을 철회하였다.
현행 PMK-48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벤처캐피탈회사가 인도네시아 비상장 SME로 부터 받는
배당금을 비과세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a. 벤처캐피탈 회사가 금융감독기관(Otoritas Jasa Keuangan/OJK)로 부터 비지니스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 – 신규;
b. SME의 연간 기준 순매출액 금액이 최대 IDR 50 billion 이하인 경우 (과거 기준 금액인 IDR 5
billion에서 상향 조정됨);
c.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한 주식을 10년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동 주식이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Indonesia – Bermuda 조세협약 발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2월 8일 주 인도네시아 영국 대사관에 인도네시아-버뮤다 조세 정보 교환
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TIEA) 비준을 확인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2017년 11월
23일에 버뮤다는에 인도네시아에 TIEA활성화를 위해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통보했고, 따라서 이는
TIEA가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효되도록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8년 5월 11일에 Circular Letter No. SE08/PJ/2018을 발표하여 TIEA가 2017년 11월 23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공표하였다.
TIEAs는 양국간에 상호협약으로 조세정보 자동교환 약정(Exchange of Information, EOI) 및 해외 세무 조사
집행을 포함한 협약이다. TIEA는 포괄적으로 세무와 관련하여 EOI에 대하여 OECD모델을 준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TIEA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제협약을 근거로 한 EOI 절차에 관한 재무부 규정
No.39/PMK.03/2017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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