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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납세자에 대한 월별 선납소득세(Article 25) 신규규정 

 

재무부는 신규납세자, 은행, 국영기업, 상장기업 및 기타 납세자(특정 기업의 

개인납세자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납세자)에 대한 월별 

선납소득세 납부 (Article 25)에 대한 재무부 규정 No.215/PMK.03/2018(PMK-

215)을 발표하였습니다.  

 

PMK-215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동 규정은 기존규전 

No.255/PMK.03/2008 및 개정규정 208/PMK.03/2009를 폐지합니다.  

 

PMK-215는 월별 선납 소득세에 대한 계산 규정(allowable tax credit 포함)을 

하기의 납세자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은행 (Banks) 

 월별 선납소득세는 해당연도의 시작시점부터 과세연도의 말기간까지 

금융관리당국(OJK)에 제출된 재무상태보고서(Financial Position 

Report)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규정에서 언급한 예시에 

따르면, 기존의 분기 기준의 보고서에서 월별 기준의 보고서로 

적용됩니다.  

 월별 선납소득세 금액은 순이익에 Article 17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Article 

22 및 Article 25에 따라 납부한 선납세금을 공제합니다.  

 다음의 사항은 순이익에서 제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 

IUPK-OP mining 
companies formally 
appointed as VAT 
Collectors P1 

Update on BIKs provided 
in remote areas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일부 납세자에 대한 월별 

선납소득세 신규규정 P1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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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소득;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및 비과세 소득/비용. 

 누적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OJK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Article 25금액은 이전기간에 

보고된 금액을 따르며,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에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재계산에 따른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지연납부 벌과금이 부과되며, 

재계산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b) 보험회사, 연금펀드, 파이낸싱 회사, 비은행 금융기과 및 비은행 상장사 

 월별 선납소득세는 인도네시아 상장주식 거래소(Indonesian Stock 

Exchange, IDX) 또는 OJK에 제출하는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별 선납소득세 금액은 순이익에 Article 17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Article 

22, Article 23 및 Article 25에 따라 납부한 선납세금을 공제합니다. 

 다음의 사항은 순이익에서 제외합니다:  

 국외 소득;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및 비과세 소득/비용. 

 누적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에 은행과 같이, IDX 또는 OJK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Article 25금액은 이전기간에 보고된 금액을 따르며,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에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재계산에 따른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지연납부 벌과금이 부과되며, 재계산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c) 국영기업 (위에 a)및 d)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별 선납 소득세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및 법적으로 승인된 업무계획과 

수입예산(Rencana Kerja dan Anggaran Pendaparan/RKAP)에 따라 

계산됩니다.  

 월별 선납소득세 금액은 순이익에 Article 17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Article 

22, Article 23 및 Article 24에 따라 납부한 선납세금을 공제합니다 

 PKAP 보고서가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Article 25금액은 

이전기간에 보고된 금액을 따르며, 보고서가 이용가능한 시점에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재계산에 따른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지연납부 

벌과금이 부과되며, 재계산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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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AP 보고서는 납세자가 등록된 세무서에 최초 Article 25 월별 

선납소득세 납부 기한 이전에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d) 트레이딩 또는 서비스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개인 납세자(프리랜서 제외) – 

납세자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납세자의 월별 선납 소득세는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월별 매출의 0.75%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 위의 a) – d)에 해당하는 신규 납세자  

 동 납세자의 경우 위의 a), b), c) 및 d)에 따라 월별 선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f) 합병, 사업결합 및 취득으로 인한 신규 납세자 

 동 신규 납세자는 합병, 사업결합 및 취득 이전의 월별 선납 소득세 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월별 선납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g) 분할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자 

 분할로 인한 납세자는 분할이전의 월별 선납소득세를 분할되는 

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h) 사업(기업) 형태의 변화로 인한 신규 납세자 

 월별 선납 소득세는 이전 사업(기업)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i) 위의 a) – c)와 f) 또는 g)를 동시에 충족하는 신규 납세자 

 동 신규납세자는 위에서 설명한 f) 또는 g)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선납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j) 위의 a) – i)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납세자 

 동 신규 납세자는 첫해 과세연도에는 월별 선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납세자 유형에 따른 보다 자세한 월별 선납 소득세 계산은 PMK-215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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