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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의무 개정사항
P1

/ 조세사면제도 연간 보고서 제출의무
P2

세무신고의무개정사항

재무부(MoF)는 납세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무신고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무부 규정 No.09/PMK.03/2018 (PMK-09)를 2018 년 1 월 26 일자로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기존 규정인 재무부 규정 No.243/PMK.03/2014 를 개정하는 규정이다.

PMK-09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부 세무 신고 의무의 면제

PMK-9은 하기의 세무 신고 의무를 면제하였다:

a. 월별 선납법인세(Article 25)의 Nil 월별 세무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b. Article 21조 및 26조의 Nil 월별 원천징수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단, 하기의 경우

제출하여야 함:

1) 12월 원천징수 신고서; 또는

2)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거주자 증명원과 함께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c. VAT Collector의 경우 부가세와 사치품 소비세의 납부가 없는 기간 동안의 월별 VAT신고서

제출 면제.

d. 자가건설로 인한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유효한 세금 납부 증빙(Surat Setoran

Pajak/SSP)의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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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국외 서비스의 수입 및 무형자산의 수입으로 인하여 자가징수 부가세의 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SSP의 제출 면제.

2. 전자 형식의 세무신고서 작성 의무(e-SPT or e-Faktur)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아래의 월별 세무 신고서를 전자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a.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자가 Article 21/26의 월별 원천징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1) 과세기간 중에 20명 이상의 직원과 연금수령대상자에 대하여 Article 21 및 26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

2) 1)이외의 거래로부터 과세기간 중에 20건 이상의 Article 21 및 26의 원천징수 Slip을 발행하는 경우;

3) 과세기간 중에 20건 이상의 Article 21 및 26의 SSP를 납부하는 경우.

b.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자가 Article 23/26의 월별 원천징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1) 과세기간 중에 20건 이상의 Article 23 및 26의 원천징수 Slips을 발행하는 경우;

2) 하나의 원천징수 Slip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이 IDR 100 million이상인 경우.

c. 모든 부가세 과세대상 기업과 VAT Collector의 월별 부가세 신고서.

d. 전자형식으로 월별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납세자와 Jakarta Khusus Tax Office와 Madya Tax

Office와 같이 LTO(Large Taxpayer Tax Office)에 등록된 납세자의 월별 세무신고서.

상기의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또한 전자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E-Filing을 이용한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형식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하기의

신고서를 반드시 e-Filing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월별 원천징수 신고서 (Article 21/26);

b. 월별 부가세 신고서.

동 e-Filing 제출 의무는 2018년 4월에 제출되는 월별 신고서 부터 적용된다.

조세사면제도연간보고서제출의무

조세사면제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DGT에 하기의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신고 자산의 국내 송환 이후 3년간의 송환자산 실현 및 해외자산 투자관련 사항

b. 조세사면제도 승인 레터(Surat Keterangan Pengampunan Pakak/SKPP) 발부 이후 3년 동안 인도네시아

국외로 반출될 수 없는 자산의 국내 소재지 보고

동 보고서는 3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연간 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 보고서의

구체적인 양식과 절차는 DGT 규정 No. PER-03/PJ/2017에 규정되어 있다(TaxFlash No.04/2017참고).

첫번째 연간보고서의 제출기한은 개인의 경우 2018년 3월 31일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2018년 4월30일(12월말

법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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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자산은 하기 표의 표준 금액을 사용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No. 자산의종류 금액

1. 현금(IDR) 세무회계연도 종료일의 금액

2. 현금(IDR이외의 통화)
세무회계연도 종료일의 MoF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 IDR 금액

3. 비현금(자산의 형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 조세사면제도 승인 레터에 따른 액면금액

4. 비현금(자산의 형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자산의 취득금액

이러한 신고 자산과 관련하여 계좌번호, 토지증서번호, 신규자산의 경우 기존 신고/승인받은 자산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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