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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llowance – 개정 규정
정부는 2019년 11월 12일에 정부령 No.78 2019 (GR-78)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GR-78은 특정 비지니스 섹터 및 지역에 투자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Tax
Allowance와 관련한 개정규정입니다.
GR-78은 2019년 12월 13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정부령을
폐기합니다(GR No.18 2015 (GR-18) 및 개정규정 GR No.9 2016 (GR-9))
GR-7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지니스 섹터 및 지역 (Business sectors and/or regions)
GR-78은 KBLI(Business Classification Field) 기준으로 183개의 적용 가능한
투자섹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66개는 투자섹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17개는 투자섹터와 지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지니스 섹터에 대한
투자 지역에 대한 요구조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세제 혜택 (Tax facility package)
기본적인 세제혜택은 기존규정인 GR-18의 주요사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업데이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한 고정자산(토지포함) 금액의 30%의 소득공제 혜택(상업생산 시작후,
6년간 5%씩 공제)을 부여하며, 투자된 고정자산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고
특정기간 내에 매각/이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기존과 동일]. 개정된 GR-78에
따르면, 고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규자산일 것, 타국가에서 완전히 재배치 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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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 allowance facility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신규 비지니스
라이센스 내에 등록이 되어야 할 것;
✓ 납세자가 직접 소유하여야 하며(리스는 불가), 주요 사업활동에 사용 되어야
함.
2. 세무상 가속상각 적용[기존과 동일].
3. 세무상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이 10%로 적용되거나, 또는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 적용[기존과 동일].
4. 누적손실 세액공제를 5년을 초과하여 적용가능함(최대한도 10년). 개정된 GR78은 누적손실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다음의 요구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적손실 세액공제의
적용가능 여부
1. GR-78에 규정된

과거규정

신규규정

적용 가능 하지 않음

1년 추가 가능

1년 추가 가능

[기존과 동일]

적용 가능 하지 않음

1년 추가 가능

1년 추가 가능

[기존과 동일]

생산된 원재료

4년째 연도부터

2년째 연도부터

또는 부품을

내국제품을 사용하는

내국제품을 사용하는

70%이상 사용하는

경우, 1년 추가 가능

경우, 1년 추가 가능

최소 연속된 5개년

최소 연속된 4개년 이상

이상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근로자를 500명 이상

300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하는 경우, 1년

경우, 1년 추가 가능;

추가 가능; 또는

또는

최소 연속된 5개년

최소 연속된 4개년 이상

이상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근로자를 1,000명 이상

600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하는 경우, 2년

경우, 2년 추가 가능.

투자
2. 인더스트리얼 지역
또는 보세구역에서
수행하는 규정된
투자
3.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4. 경제 또는 사회
인프라 개발분야에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
5. 인도네시아에서

경우

6.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고용

추가 가능.

TaxFlash | Page 2 of 7

7. 5년 기간 안에
투자금액의 최소
5%를 제품개발과
생산효율성을

2년 추가 가능

[기존과 동일]

2년 추가 가능

[기존과 동일]

위하여 인도네시아
내에서 R&D를
수행하는 경우
8. 보세구역 외의
투자에 대하여
총매출의 최소
30%가 수출되는
경우
위의 1번과 2번의 옵션은 납세자가 Tax Allowance facility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옵션은 납세자가 별도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의 개정
GR-78은 Tax allowance의 신청과 관련하여 OSS(Online Single
Submission)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반드시
상업생산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납세자가 사업자 식별 번호 (NIB,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는
시점; 또는
2. OSS시스템에서 신규 사업라이센스를 발급받는 시점부터 1년 이내.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향후 재무부 규정으로 별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중복적용 제외규정
GR-78 규정에 따라 Tax allowance를 승인받은 납세자는 다음의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1. 통합 경제 개발 구역(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Zones)에 대한
세제혜택
2. GR No.45 2019에 따른 Tax Holiday혜택
3. GR No.45 2019에 따른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경과규정
GR-78 규정은 납세자의 투자단계 및 시점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기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납세자가 기존 정부령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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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78규정의 효력발생(2019년 12월 13일) 이전에 기존의 GR-18 및 GR-9에
따라서 신청서를 투자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승인절차가
진행됩니다.
3. GR-18 및 GR-9의 효력기간(2015년 5월 6일 부터 2019년 12월 12일 까지)
중에 사업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납세자는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GR78규정에 따라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 투자승인이 GR-18 및 GR-9에 따라 승인이 되거나 기각되지 아니하였을 것;
b. 비지니스의 세부사항이 GR-78에 규정된 비지니스 섹터 또는 지역 규정에
충족할 것;
c. 회사가 상업생산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것;
d. 신청서가 2020년 12월 12일까지 제출될 것.
과거 정부령에 대한 시행규정은 GR-78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유지됩니다.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 (Draft Omnibus Tax Law)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두 가지의 ‘옴니버스(Omnibus)’ 법안을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법과 관련된 것으로 투자촉진, 자발적 세법
준수촉진 및 국내외 사업에 대한 형평성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운영의 용이성을 높이고, 투자자 우호적인 투자혜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옴니버스 개념은 단일창구로서 여러가지 기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옴니버스 접근법은 관련 기본법을 완전히 개정할 필요없이 특정
법안 문제만을 개정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옴니버스 세법(“경제 통합을 위한 세법 및 조세혜택”)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및 지방세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택스플래쉬는 2019년 11월 25일 재무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기준으로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보다 포괄적인 세법 개혁은 수년째 협의 중인 정규 세법 개정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하
a. 현재 25%인 법인세율이 2021년-2022년은 22%, 2023년부터는
20%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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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신규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회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상장 후 5년 간 추가 3%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1년-2022년은 19%, 2023년부터는 17%의 법인세율
적용가능.
2. 내국 납세자가 수령하는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감면
a. 내국 거주자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원천의 배당을 받는 경우에
특정기간(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중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재투자시
법인세 면제
b. 내국 거주자 납세자(상장, 비상장 모두)가 외국 원천의 배당을 받거나
고정사업장의 세후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에 특정기간(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중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재투자 시 법인세 면제
3. 외국 납세자가 받는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현행 Article 26조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20%)은, 이자가 인도네시아 원천일 경우에 감면될
예정입니다. 감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4. 개인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지역별 기준 계산
a. 인도네시아 시민권자가 국외에서 183일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인도네시아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Article 26조에
따라 20% 원천징수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b.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원천소득만을 인도네시아에서 과세합니다.
5. 부가세 납부대상 기업(PKP)의 매입세액 공제 기준 완화
a. 부가세 납세번호를 취득하기 전에 회사가 재화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회사의 과세사업(taxable
delivery)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b. 세무조사 중에 발견된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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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발적 세법준수 의무 강화를 위한 행정벌과금에 대한 신규 기준
a. 행정벌과금이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이 이율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으로 현행 매월 2%의 벌과금보다 낮은 수준의 벌과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b. 부적합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납세자 미등록에 따른
행정벌과금이 1%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7.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회이자비용에 대한 신규 기준
불합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도 시중 은행 금리를 적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8. 이커머스에 대한 신규 과세 방법
a. 옴니버스 세법은 외국인 이커머스 또는 디지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개념체계를 만들고, 인도네시아 시장내 거래에 대한 부가세 징수 및
신고의무를 체계화 할 예정입니다.
b.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에 중요한 ‘경제적 실체’(물리적 실체 여부와
무관)가 있는 외국인 디지털 사업자를 포함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에
대한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지방세의 단일화(Harmonisation of regional taxes)
지방정부는 지방세법과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 과세대상과 세율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옴니버스 법은 관련
지방정부와 협의 후에 대통령령을 통하여 이러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율에 대한 광범위한
통합은 사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수 징수에 대한 권리는 지방정부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10. 조세혜택에 대한 원스탑 규정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i) 텍스할리데이;
ii) 인도네시아 내 R&D 등 지출에 대한 혜택;
iii)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조세혜택;
iv)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혜택;
v) 국제시장에서 거래된 국채에 대한 혜택;
vi) 지방세 경감 및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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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 보다 안정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기 조세혜택은 법안 내에 특정범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진행상황
현재 버전의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은 최근 정부관료 회의에서 재무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데이트된 개정안이며, 정부는 최종개정안을 2019년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은 납세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wC는 법안제정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국회에서
협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박인혁 회계사

박재성 회계사

E: taehun.jung@pwc.com

E: inhyuk.park@pwc.com

E: jay.y.park@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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