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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Tax Holiday 규정

재무부는 2018년 4월 4일자로 재무부 규정 No.35/PMK.010/2018 (PMK-35)을 통하여 신규

Tax Holiday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기존의 재무부 규정 No.159/PMK.010/2015 및

개정규정인 No.103/PMK.010/2016을 폐지합니다.

어떤기업이적용이가능한지?

하기의 요건을 만족하는 신규투자의 경우 Tax Holiday 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하기 업종에 해당하는 선도산업:

a. 업스트림 기초 금속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b. 석유 및 가스 정제 및 정련 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c. 석유, 가스 및 석탄에 기반한 석유화학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d. 무기(inorganic) 기초 화학 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e. 농업, 플랜테이션, 산림 작물에 기반한 유기(organic) 기초 화학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f. 제약 원재료 산업으로써 통합된 것;

g. 반도체 및 컴퓨터의 주요 부품 산업으로써 컴퓨터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h. 통신 장비의 주요 부품산업으로써 스마프폰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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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건장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방사선, 전기치료, 또는 전기요법 장비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j. 전기모터, 내연모터 등 산업기계의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기계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k. 피스톤,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등과 같은 기계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4륜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l. 로보틱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생산기계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m. 선박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선박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n. 항공기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항공기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o. 엔진, 트랜스미션 등과 같은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으로써 기차 제조산업과 통합된

것;

p. 전력 발전소 기계산업;

q. 경제 인프라스트럭쳐.

현행 Tax Holiday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Kerja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KPBU)의

일환으로 경제 인프라스트럭쳐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신청자가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선도산업도 추가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선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은 BKPM에서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신규투자계획금액의개정

Tax Holiday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신규 투자금액은 IDR 500 billion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PMK-

35는 신규 투자금액이 납세의무자(즉, 회사)를 통한 투자형태인지 또는 투자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형태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부채-자본비율

납세의무자는 재무부 규정 No.169/PMK.010/2015에 따라서 DER(Debt to Equity Ratio)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납세의무자는 과거에 tax Holiday 신청이 재무부로부터 승인되거나 기각되지 아니하였어야 합니다.

5. 납세의무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어야 합니다(설립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삭제됨).

기타 요구조건:

 Tax Clearance – Tax Holiday 신청자의 내국 주주의 경우 반드시 DGT로부터 Tax Clearance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조세혜택 (Tax Facility)

신규 개정된 Tax holiday의 조세혜택과 구 규정에 따른 조세혜택을 비교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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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규정 신규정

법인세(CIT)

감면율
10% – 100% 100% (단일 감면율)

혜택기간 • 5년 – 15년; 또는

• MoF와 협의에 따라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함.

투자 규모에 따라 5년 - 20년까지 혜택기간이

구분됨:

No. 투자금액(IDR) 기간(연)

1 500 billion up to < 1 T 5

2 1 T up to < 5 T 7

3 5 T up to < 15 T 10

4 15 T up to < 30 T 15

5 ≥ 30 T 20

혜택종료 이후 없음 혜택종료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신청절차의개정

Tax Holiday 신청은 반드시 상업생산 이전에 BKP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신규 투자 신청시 Tax Holiday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신규 투자 승인 이후 1년 이내에 Tax Holiday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Tax Holiday 신청서는

재무부 승인절차 이전에 반드시 BKPM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재무부는 BKPM으로부터 완전한 Tax Holiday 신청서(제안서)를 받은 이후에 5영업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승인이후조항

Tax Holiday 승인 이후에 방문조사시 실제 투자금액이 최초 투자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혜택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승인은 하기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 될 수 있습니다:

a. 상업생산 시점시 투자계획의 실행금액이 IDR 500 billion 이하인 경우;

b. 방문조사 결과 최초 주요 사업 활동 계획과 실행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

c. 중고 자본재의 수입 또는 구매. 다만, 동 구매가 타 국가로부터 신규 투자 패키지에 해당하는 재배치이며,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임. 또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구매인 경우도

예외가 적용됨;

d. 최초 주요 사업 활동 계획과 관련되지 아니한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e. 조세 혜택 기간 중 자산의 이전 또는 소유권(지분율)에 변화가 있는 경우. 다만, 신규 자산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투자 금액을 낮추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임.

f. 투자를 타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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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받은 Tax Holiday의 혜택은 패널티를 포함하여 반납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투자계획의 실현이 IDR 500 billion를 하회하여 Tax Holiday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동

납세의무자가 최조의 주요 사업 활동계획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Tax Allowance의 적용을 제안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과규정

PMK-35는 하기의 경과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재무부 규정에 따라서 tax facility를 승인 받은 경우에는 tax facility 만료기간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재무부 규정에 따라 BKPM에서 작성된 제안서가 2015년 8월 16일 이후에 재무부에 제출되었으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규 규정인 PMK-35에 따라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신청기한

BKPM은 tax facility 제안서를 동 PMK-35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재무부에 제출합니다. 즉,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3일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이미 Tax Allowance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Tax Holiday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납세의무자 이미 Tax Holiday 혜택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Tax Holiday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Tax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박승찬 회계사 (park.seungchan@id.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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