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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따른 세제혜택

Tax incentives in relation
to COVID-19 P1

COVID-19 팬더믹이 인도네시아 내에 특정 산업의 경제적 안정성과 생산성에

DGT concessions in
response to COVID-19 P3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차원의 재난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Administrative sanction
waivers due to DGT
system disruption P4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재무부 규정

________________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대한 영향을 받는 특정 산업에 대하여 조속한
No.23/PMK.03/2020 (PMK-23)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2020년 4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PMK-23은 특정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근로자를 위하여 다수의 세제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rticle 2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세
정부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020 년 4 월 부터
9 월까지의 Article 2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을 지원 할 것입니다.
1.

아래의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
•

2018 년 법인세 신고서(CITR)상 산업분류코드(Klasifikasi Lapangan
Usaha)가 PMK-23 의 첨부 A(Attachment A) 에 포함되는 경우;

•

회사가 수출목적 재화생산에 대한 관세혜택(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을 받은 경우.

2. 근로자가 Tax ID 를 보유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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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 소득금액이 IDR 200 million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월평균 약
IDR 16.7 million).
고용주는 동 조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고용주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No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는 고용주가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5 영업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동 조세혜택은 신청서가 제출된 월부터 2020 년 9 월까지 유효합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는 아래의 매커니즘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월별 원천징수세액은 표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이 되어야 하며, 적격한
근로자에 대한 Article 21 의 원천징수금액은 정부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급여 계약이 총액기준인 경우, 적격한 근로자는 Article 21 을 공제하지
않은 총액금액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급여 계약이 순액 기준(현금기준)인 경우, 고용주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Article 21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Article 21 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신청서(통지서) 양식, 상기 매커니즘에 따른
계산내역 및 자세한 행정적인 신고사항은 PMK-23에 포함되어 있으며,
총액/순액 기준에 따른 예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rticle 22 수입 원천징수세
Article 22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하기에 해당하는 회사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2018 년 법인세 신고세(CITR)상 산업분류코드(KLU)가 PMK-23 의
첨부 F(Attachment F)에 포함되는 경우;

2. 회사가 수출목적 재화생산에 대한 관세혜택(KITE)을 받은 경우.
수입 원천징수세의 면제는 조세감면서한(Surat Keterangan Bebas/SKB)을
통하여 부여되며,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SKB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서는 SKB 신청에 대하여 승인 또는 기각을 3 영업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SKB 의 효력은 발행일부터 2020 년 9 월 30 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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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신청양식과 자세한 행정적인 신고의무는 PMK23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rticle 25 월선납법인세
하기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Article 25 월선납법인세에 대하여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2018 년 법인세 신고세(CITR)상 산업분류코드(KLU)가 PMK-23 의
첨부 F(Attachment F)에 포함되는 경우;

2. 회사가 수출목적 재화생산에 대한 관세혜택(KITE)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조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신청서(Notification)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가 납세의무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경우, 세무서는 5 영업일 이내에
기각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동 조세혜택은 신청서가 제출된 월부터 2020 년 9 월까지 유효합니다.
신청서 양식, 감면세액 계산내역의 예시 및 자세한 행정적인 신고 의무사항은
PMK-23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VAT)
정부는 아래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저위험납세자(Low-Risk)로 간주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적용할
예정입니다(기존 규정에 따르면, 저위험납세자 지위를 득하기 위하여 승인이
필요하였음).
1.

2018 년 법인세 신고세(CITR)상 산업분류코드(KLU)가 PMK-23 의
첨부 F(Attachment F)에 포함되는 경우;

2. 회사가 수출목적 재화생산에 대한 관세혜택(KITE)을 받은 경우.
상기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 금액 기준이 IDR 1
Billion 에서 IDR 5 Billion 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DGT 는 납세의무자가 KLU 를 충족하거나 KITE 를 적용받는 경우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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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저위험 납세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 부가세 조기환급 혜택은 2020 년 4 월 부터 9 월까지의 부가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부가세 신고서는 2020 년 10 월 31 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COVID-19에 따른 DGT의 신고/납부 기한 혜택 등
DGT는 Circular letter No.SE-13/PJ/2020 (Tax Flash No.04/2020 참조)에
이어서, 결정서 No.KEP-156/PJ/2020을 2020년 3월 20일자로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20년 3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기간을 COIVD-19에
따른 force majeure 기간으로 지정하고, 세무신고의 지연과 납부에 대한
패널티에 대하여 경감/감면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인 납세의무자 (Individual taxpayers)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 (AITR) 신고 및 납부
DGT는 FY2019의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과 납부가 2020년 4월
30일까지 완료되는 경우에 행정벌과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DGT는 동 행정벌과금에 대한 세금고지서(Tax Collection Letter)를 발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DGT가 이미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DGT는 직권으로
동 고지서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조세사면제도 연간 보고의무
개인의 조세사면제도 연간 보고의무 기간은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4월 30일로 연장됩니다.
일반 납세의무자 (Taxpayers in general)
2020년 2월 원천징수세 월별신고서 제출
DGT는 2020년 2월 원천징수세 월별신고서가 2020년 3월 2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제출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연신고에 대한 행정벌과금 부과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세 납부는 기존의 납부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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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T는 동 행정벌과금에 대한 세금고지서(Tax Collection Letter)를 발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DGT가 이미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DGT는 직권으로
동 고지서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또는 기타 불복신청에 대한 기한 연장 (Submission of legal effort
requests)
납세의무자가 아래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신청기한이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한이 2020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이의신청;
• 행정벌과금의 면제 및 감면의 2차 신청서;
• 과세통지서 또는 세금고지서(Tax Collection Letter)의 취소 또는 감면의
2차 신청서.

DGT시스템 오류에 따른 행정벌과금의 면제
DGT는 DGT시스템 오류에 따른 행정벌과금 면제와 관련하여 결정서
No.KEP-157/PJ/2020 (KEP-157)와 결정서 No.KEP-158/PJ/2020 (KEP158)를 2020년 3월 20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부가세 관련 이슈
DGT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부가세 과세 대상법인의 전자등록 신청서가
2020년 1월 29일 부터 2020년 2월 3일까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DGT는 KEP-157에 따라서 하기의 벌과금을 면제합니다:
• 2019년 12월분의 부가세신고서(기존 신고기한 2020년 1월 31일)가
2020년 2월 1일 부터 2월 7일 사이에 e-Filing(전자신고)으로 제출된
경우에 지연신고 벌과금 면제;
• 2020년 1월 29일 부터 2월 3일 사이에 부가세 인보이스의 발행의무가 있는
부가세 과세 대상법인이 부가세 인보이스를 e-Faktur신청을 통하여
2020년 2월 3일 부터 2월 7일 사이에 발급한 경우에 행정벌과금의 면제.
상기의 벌과금 면제규정은 2019년 12월 월별 부가세 신고서를 e-Filing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이 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전자등록 유효기간이 2020년 1월 31일까지 유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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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부가세 전자등록 신청이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신청이
된 경우.
DGT는 동 행정벌과금에 대한 세금고지서(Tax Collection Letter)를 발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DGT가 이미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DGT는 직권으로
동 고지서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분 원천징수세(Article 21/26 및 4(2)) 신고서의 전자신고
2020년 2월 20일에 DGT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e-Filing 신고서 제출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DGT는 KEP-158에 따라 2020년 1월분 원천징수세(Article 21/26 및 4(2))
신고서의 지연제출에 따른 행정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1월분 원천징수세 신고서가 2020년 2월 21일 부터 28일 사이에 e-Filing
시스템, 세무서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이나 송달서비스를 통하여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상기의 벌과금 면제규정은 원천징수세(Article 21/26 및 4(2)) 신고를 eFiling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2월
20일에 DGT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DGT는 동 행정벌과금에 대한 세금고지서(Tax Collection Letter)를 발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DGT가 이미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DGT는 직권으로
동 고지서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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