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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Article 25 월선납법인세 계산방법에 대한 

신규 가이드라인 
 

DGT는 Perppu-1에 의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Article 25 월선납법인세 

계산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No.PER-08/PJ/2020 (PER-08)을 2020년 

4월 2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Perppu-1의 법인세율 관련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a) 2020년 및 2021년 법인세율은 22%로 인하되며, 2022년 부터는 20%로 

인하됩니다. 

b) 인도네시아 주식상장에 40%이상 상장된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3%추가로 감면됩니다. 따라서 2020 년 및 2021 년은 법인세율이 19%가 

적용되며, 2022년 부터는 17%가 적용됩니다. 동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추후 정부령으로 규정될 기타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PER-08은 2020 년과 2022년 법인세율 변경에 따른 월선납법인세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선납법인세와 관련하여 2020 년 세무연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2019 년 

법인세신고서(CITR)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월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12월로 종료되는 세무연도(calendar year)를 

적용하는 납세의무자는 2020년 4 월 부터 월선납법인세 계산시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 

Guidelines to adjust 

Article 25 Instalment 

calculation due to 

reduction of Corporate 

Income Tax rates P1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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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8의 예시는 calendar year를 사용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있으나, DGT에서 기존에 발표한 사항과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면, 

calendar year를 사용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법인세신고서 

제출기한이 속하는 월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3 월로 종료하는 세무연도를 사용하는 납세의무자는 법인세신고서 

제출마감월이 속하는 2020 년 7월부터 인하된 법인세율로 월선납법인세를 

계산합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DGT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동 규정은 법인세신고서가 조기에 신고되거나 지연 및 연장신고되는 경우에 

대하여 신규법인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결정통지서(SKP)의 발행으로 인하여 전년도 과세소득이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PER-08은 일반적인 방법과 월/분기/반기 재무제표(periodical Financial 

Statement)를 기준으로 월선납법인세를 계산하는 납세의무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납세의무자에 대한 방법 

 

PER-08에 따르면 calendar year를 사용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4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납세의무자가 CITR 을 4 월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2019년 CITR을 2020년 3월에 신고하는 경우, 2020 년 

3월분 월선납법인세(2020 년 4월 납부분)는 25%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나,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인하된 22%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 납세의무자가 CITR 을 연장신고 없이 4 월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지연신고) 

 

납세의무자가 2019년 CITR을 2020년 6월에 연장요청없이 신고하는 

경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선납법인세는 전년도의 

월선납법인세 금액을 납부합니다. 2019년 CITR 이 6 월에 제출되는 경우,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선납법인세는 2019년 CITR 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CITR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선납법인세가 전년도 

월선납법인세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2020년 4월 및 5월의 초과분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TaxFlash | Page 3 of 4 

3. 납세의무자가 CITR 신고에 대하여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2019년 CITR에 대하여 연장요청을 하고 2020년 6월 

30일에 최종 CITR 을 제출하는 경우, 2020년 4월 및 5월의 

월선납법인세는 연장요청시 제출한 임시재무제표에 따른 과세소득에  

22%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2020년 6월에 2019년 

최종 CITR이 제출된 경우 2020 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선납법인세는 

반드시 최종 과세소득에 22%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최종 CITR 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선납법인세가 

연장요청시 계산한 월선납법인세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2020년 4 월 및 

5월의 초과분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세의무자가 전년도 과세연도에 대하여 SKP 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SKP를 2020 년 8월에 수령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2020년 9 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선납법인세를 

SKP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22%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월/분기/반기 재표제표를 기준으로 월선납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월/분기/반기 재표제표를 기준으로 월선납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납세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은행 – 월별 재무제표; 

b) 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월선납법인세를 계산하여야하는 납세의무자; 

c) 국영기업(SOE) – 당해연도의 기업 예산 업무 계획(Rencana Kerja 

Anggaran Perusahaan/RKAP)을 바탕으로 계산. 

 

상기에서 언급한 납세의무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월선납법인세를 계산하며,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Calendar year를 사용하는 상기에서 언급한 납세의무자는 2020년 

4월부터 22% 법인세율을 적용; 

● 20%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은행은 2022년 1월부터 적용; 

✔ 국영기업은 2022년 RKAP 이 승인된 이후 시점부터 적용; 

✔ 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월선납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2022년 4월부터 적용. 

 

상장회사 중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상기에서 적용한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가 적용된 법인세율(2020년 및 2021 년은 19%, 2020년부터는 17%)을 

적용하여 월선납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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