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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납세자 및 고정사업장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이자 원천세율의
개정
정부는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 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령 GR-911을 발행하였습니다. GR-91은 내국 납세자 및
고정사업장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였습니다. 동 인하세율은 옴니버스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외 채권
투자자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율과 동일합니다.
또한 GR-91은 채권 관련 이자가 Bank Indonesia Scriptless Securities Settlement
System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 최종 소득세를 소득 수령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원천징수세 제도의 시행절차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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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Regulation No.91 Year 2021 (GR-91) dated and effective from 30 August 2021. GR-91 revokes
Government Regulation No.16 Year 2009 as lastly amended by Government Regulation No.55 Yea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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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보이스의 신뢰성 테스트에 대한 가이드
부가세법은 부가세 인보이스가 아래의 요건(이하 “주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세법 제13조 5항에 따른 필수 정보가 모두 기재된 경우,
“형식요건(Formal requirement)”이 충족된 것으로 봄;
• 부가세 인보이스에 표시된 정보가 해당 부가세 거래에 대한 실제 정보를
표기한 경우 “실질요건(Material requirement)”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부가세 인보이스가 부가세법 제9조 8항에 설명된 지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시에 DGT시스템을 통한 부가세
인보이스의 확인절차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동 절차의 수행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 부가세 인보이스의 신뢰성에 의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인보이스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DGT는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SE-452를 발행하였습니다.
SE-45의 주요사항은 확인 절차 결과가 VAT 인보이스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결정 요소로 더 이상 활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확인 결과가
부정적이더라도 모든 "주요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한 VAT 인보이스는 여전히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VAT
인보이스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SE-45는 해당 거래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 현금 흐름, 재화 또는 서비스의
흐름 및 문서의 흐름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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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T Circular No.SE-45/PJ/2021 (SE-45) dated 20 Augu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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