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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더믹 기간 동안 고용관련 사회보장제도 납부의무의
완화
정부는 COVID-19 팬더믹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용관련 사회보장제도의 납부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령 No.49 Year 2020
(GR-49)를 2020 년 9 월 1 일에 발표하였습니다.
GR-49 는 납부 의무 완화 기간을 2020 년 8 월부터 2021 년 1 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기의 완화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a.

다음의 사회보장제도의 납부 기한의 연장;
- 산재보험 (Jaminan Kecelakaan Kerja/JKK)
- 사망보험 (Jaminan Kematian/JKM)
- 노령연금 (Jaminan hari Tua/JHT)
- 연금보험 (Jaminan Pensiun/JP)

a. 산재보험(JKK) 및 사망보험(JKM) 납부금의 감소;
b. 연금보험(JP) 납부금의 부분 납부 유예 혜택.

납부 기한의 연장
위에서 언급한 산재보험, 사망보험, 노령연금 및 연금보험은 기존 규정에 따라
익월 15 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GR-49 에 따라 익월 30 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익월 30 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납부 금액은 30 일 이전의 영업일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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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JKK) 및 사망보험(JKM)의 납부금의 감소
GR-49 는 산재보험 및 사망보험의 납부금에 대하여 99%의 감액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혜택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산재보험 및 사망보험의 정상
납부 금액의 1%만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기존에
산재보험금으로 급여의 0.24%, 사망보험금으로 급여의 0.3%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GR-49 의 혜택을 적용하면, 이를 각각 0.0024% 및 0.003%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동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 및 근로자가 2020 년 8 월 이전에 등록이 되었어야 하며, 2020 년
7 월까지 사회보장제도 납부금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2020 년 7 월 이후에 사회보장제도에 등록 된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보험과 사망보험의 첫 2 개월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 번째
달부터 동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세번째 달이 동 혜택기간 종료후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매커니즘
동 혜택은 사회보장공단(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BPJS
Ketenagakerjaan)에서 참여자 보고 정보 시스템(Sistem Informasi Pelaporan
Peserta/SIPP)을 통하여 직접 제공하며 사회보장공단에서 관리합니다(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아니함).
2020 년 8 월 이후 납부금으로 인하여 초과납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납부금은 다음 기간에서 납부금이 공제됩니다.

연금보험(JP) 납부금의 부분 납부 유예 혜택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납부금은 기준금액의 3%이며, 고용주가 2% 및 근로자가
1%를 부담합니다. 총 3%의 납부금은 고용주가 사회보장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GR-49 에 따르면, 고용주는 GR-49 의 적용 기간 동안 총 3%의 납부금의 99%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즉 1%만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99%에 해당하는 납부금은 2021 년 5 월 15 일 이후부터 전액
납부하거나 할부로 납부하여야 하며, 2022 년 4 월 15 일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적용 요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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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VID-19 으로 인하여 주요 사업 활동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20 년 2 월부터 월별보고서 기준으로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한
회사(경영진이 이에 대한 statement letter 를 제출하여야 함);
c.

고용주는 근로자를 2020 년 8 월 이전에 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하였어야
하며 2020 년 7 월까지 연금보험 납부금을 모두 납부하였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0 년 7 월 이후에 등록이 된 경우, 고용주는 동 혜택을 즉시
적용하여 연금보험 납부금의 1%만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및 영세기업인 경우에는 상기 조건 중 (b)조건만을 충족하면 동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매커니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사회보장공단에 연금저축 납부금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공단은 제출된 신청서를 3 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 또는 기각 여부를 검토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1 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및 통보 절차는 수기 또는 전자(사회보장공단
웹사이트 통해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및 영세기업의 경우, 고용주는 사회보장공단에 통보만으로 동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공단은 기업의 통보 이후 1 일 이내에 연금저축
납부금의 유예 효력이 발생함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 등록자가 동 혜택기간 내에 연금저축의 총액을 지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예된 납부금은 반드시 연금저축 금액 수령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납부금의 지연 납부에 대하여는 매월 0.5%의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GR49 에 따른 유예된 납부금은 지정 기간 내에 모두 납부되는 경우에는 기존 지연
납부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법인세 감면혜택 – 보고의무 업데이트
상장회사가 정부령 No.30 Year 2020 (GR-30)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세율에서 추가로 3%의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즉, 2020 년2021 년은 19% 및 2022 년 이후부터는 17%의 법인세율을 적용받 을 수
있습니다. GR-30 에 대하여는 텍스플래쉬 27 번(TaxFlash No.27/2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R-30 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동 보고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보고양식과 제출 정보를 규정하고자 재무부령 No.123/PMK.0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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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123)을 2020 년 9 월 2 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a. 자본시장법에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의 월별보고 또는 증권관리국(Biro
Administrasi Efek)에서 작성된 명부 또는 PMK-123 의 첨부 C(Attachment
C)에 따라 상장회사가 직접 작성한 명부;
b. PMK-123 의 첨부 A(Attachment A)에 따라 작성된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보고서.
납세의무자는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상기의 두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Otoritas Jasa Keuangan/OJK)의 감사위원장은 동 혜택의
적용의 검증 목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는 상장사의 목록을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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