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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에 따른 신규 경제 정책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3월 31일자로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른 

정부법령(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Perppu) No.1 

Year 2020 (“Perppu-1”)을 공포 하였습니다. Perppu-1 은 COVID-19 팬더믹 

기간 동안에 국가 경제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Perppu-1는 조세, 

정부예산집행 및 재정과 관련한 분야에 대하여 신규 경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Tax Flash는 조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Perppu-1의 조세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Perppu-1에서 규정한 신규 조세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많은 부분은 

기존에 Omnibus 조세법안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합니다. 

 

PwC Indonesia는 조세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등이 발표되는 시점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 법인세(CIT)율의 인하 

 

a) 법인세율이 기존 25%에서 2020 년-2021년은 22% 및 2022년 부터는 

20%로 점진적으로 인하됩니다. 

b) 인도네시아 주식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가 최소 총 주식의 

40% 이상을 IDX에 상장하였으며,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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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3% 추가로 인하됩니다. 즉, 2020년-2021년은 법인세율이 

19% 및 2022년 부터는 17%가 적용됩니다. 특정요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정부령(“GR”)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2. 이커머스에 대한 과세 (Tax on e-commerce) 

 

기존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 되었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체계도 별도 

조항으로 Perppu-1 에 포함되었습니다. Perppu-1은 전자상거래(“e-

commerce”) 사업이 하기의 과세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부가세 (VAT) 

 

이커머스 시스템을 통한 국외의 무형자산 및 서비스가 인도네시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인도네시아 부가세가 적용되며 

현행 부가세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MoF)가 지정하는 국외 판매자, 국외 서비스 제공자 및 국외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통합하여 “국외 이커머스 사업자”로 칭함)와 

국내 마켓플레이스는 부가세 징수, 납부 및 신고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징수, 납부 및 신고의 매커니즘은 재무부에서 별도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이커머스에서 사용되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하며, 국외 판매자 및 국외 서비스 제공자는 

인도네시아 내국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인도네시아 국외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소득세 또는 전자거래세금(Electronic Transaction Tax) 

 

인도네시아 내에 “중요한 경제적 실체”가 있는 국외 이커머스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커머스 사업자가 해당 조세조약의 기존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거래세금(“ETT”)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자거래세금은 직접 판매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율, 과세표준 및 계산방법은 정부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납부와 신고 관련 매커니즘은 재무부 규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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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경제적 실체”가 있는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그룹기준 연결 총 매출액; 

●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액; 

● 실제 사용자 수. 

자세한 기준(수치)은 재무부 규정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국외 이커머스 사업자는 재무부 규정을 기준으로 과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내에 대리인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외 이커머스 사업자가 과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국세기본법(“KUP”)에 따라 행정벌과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과세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경고장이 발부되며 경고장의 최종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는 국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인도네시아 시장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COVID-19 에 따른 세무관련 마감기한 등의 연장 

 

COVID-19 로 인하여 특정 세무신고 등에 대하여 마감기한이 “force 

majeure”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기와 같이 마감기한이 연장됩니다: 

a) 이의신청(Objection) 신청서 제출 – 최대 6 개월까지 연장가능;  

b) 조세환급금의 지급 – 일반적으로 조세환급 결정통지서가 발행된 이후 

1개월 이내 지급되나, 최대 1개월 까지 연장가능; 

c) 하기의 결정서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조세환급 결정통지서 

●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 국세기본법 제 36조 1 항에 따른 결정문: 

- 행정벌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 신청; 

- 잘못된 과세 결정통지서의 면제 또는 감면 신청; 

- 세무조사 결과의 취소 신청. 

 

상기 사항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명시된 마감기한이 

동 Perppu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force majeure 기간은 국가재난관리당국(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Bencana)의 장이 발행하는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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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ustoms facility for certain goods 

 

정부는 COVID-19 에 따른 국가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현행 관세법에 따른 

수입관세 면제 및 감면대상 재화의 목록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부 규정으로 별도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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