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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 법안의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관련
시행규정
2021 년 2 월 2 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Law No.11 Year 2020
(“옴니버스 법”)에 따라 특별 경제 구역 (Kawasan Ekonomi Khusus/KEK)에 대한
시행규정 제정을 위해 GR-401을 발행 하였습니다. 이번 Tax Flash는 GR-40의
세법 및 관세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고, 법률적 관점에서의 KEK에 대한
논의는 Omnibus Flash No.06/2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R-40은 기존에 발행한 GR-122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며, 주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소득세 특례 (Income Tax Facility)
GR-40은 KEK 내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특정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4년간은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특례규정은 재무부(MoF) 규정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부가세(VAT) 및 사치세(LST) 과세특례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not collected)”가 적용되는 조세혜택에 대하여는
대부분 동일하며, 하기의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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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Regulation No.40 Year 2021 (GR-40) dated and effective from 2 February 2021.
Government Regulation No.12 Year 2020 (GR-12) dated and effective from 24 February 2020. Please refer to
TaxFlash No.07/2020 for the discussion on GR-12 and TaxFlash No.03/2021 for the discussion on Special
Economic Zones - implementing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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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K에서 사업활동을 구성하는 사업자(Badan Usaha/BU) 또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Pelaku Usaha/PU)가 tourism KEK에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 “미징수”대상에 추가함.

•

PU 또는 BU가 KEK내의 토지와 건물을 타 KEK내의 PU나 BU에 임대하거나
KEKs간에 임대하는 거래에 대한 동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의무사항인 최소
5년 한도 규정을 삭제함.

GR-40의 동 규정에서 적용되는 과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은 GR-12에서와 대부분
동일하며, 선박 및 항공기의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관련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입소득세 및 관세 특례
BU 또는 PU가 tourism KEK내에 소비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의 면제특례와
수입소득세(즉, 수입부가세, 사치세 및 수입원천징수세)의 “미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 및 항공기용 MRO 분야와 관련하여 PU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관세 과세 지역의 기타장소(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TLDDP)로
반출하는 경우에 다음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관세율의 면제, 경감 또는 인하;

•

수입부가세 “미징수” 특례;

•

VAT/LST “미징수” 특례.

지방세 과세 특례
PU 또는 BU 에게 50 %에서 100 % 사이의 지방세 경감, 완화 또는 면제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의 기존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GR-40 은 해당 특례가
최소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감면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Pajak Bumi dan
Bangunan/PBB)감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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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 법 하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s) 관련
시행규정
또한, 정부는 옴니버스 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FTZ)의 시행과 관련하여 GR-413을
발표하였습니다. GR-41 은 기존의 규정을 간소화 하였으며, 주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지세(excise) 특례
기존에는 FTZ 내의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FTZ 에서 소비재를 구매하는 경우에
증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GR-41 은 수입되는 재화가 원재료로 사용이
되거나 산업 보조 재료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 증지세 면제 또는 “미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리 일반
FTZ 사업체는 주요 세관 파트너 (Mitra Utama Kepabeanan/MITA) 또는 공인된
경제 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를 위한 관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조사 및 물리적 검사의 최소화 및 간소화;

•

저장 절차 없이 수입재화의 하역;

•

세관 절차 단순화 우선적용.

동 특례 적용 여부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mail : taehun.jung@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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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혁 회계사
(Email : inhyuk.park@pwc.com)

Government Regulation No.41 Year 2021 dated and effective from 2 Febr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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