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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TIN”)를 NIK 로 통합 

2022년 7 월 8 일 재무부(MoF)는 개인, 기업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납세자번호 ”TIN”(Nomor Pokok Wajib Pajak/NPWP) 사용 방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PMK-1121 를 발표하였습니다. 

PMK-112는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개인 납세자를 위한 별도의 NPWP 사용을 

규제하는Harmonisation of Tax Regulations Law2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HPP)의 다수의 시행 규정 중 하나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이전에 사용했던 NPWP 대신 

개인식별번호(Nomor Induk Kependudukan/NIK)를 Tax ID 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PMK-1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NIK를 갖고 있는 납세자

이론적으로 2022년 7월 14일부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납세자(Penduduk)는 NPWP 대신 NIK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 PMK-112가 

발효되기 전(즉, 2022년 7월 8일 이전) 이미 15자리 NPWP를 보유한 개인

납세자의 경우, DGT는 납세자 등록 신청서를 기반으로 하거나 직권으로 NIK를

새로운 Tax ID로 활성화하게 됩니다.

PMK-112에서 언급된 거주자라는 용어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시민 및 외국인(NIK 보유)을 포함합니다. 동 용어의 정의는 인도네시아에 

1 MoF Regulation No.112/PMK.03/2022 (PMK-112) dated and effective from 8 July 2022  
2 Article 2 paragraph (1a) of HPP Law in the cluster of General Tax Provisions and Procedure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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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거주자에게 NIK가 제공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Law-243 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NPWP 대신 NIK를 사용하는 경우 DGT는 인구 및 국민행정등록 

(Population and Civil Registration) 부처(내무부)에서 신원 데이터와 인구 

데이터가 일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일치성 작업으로 유효한 데이타(이미 일치함)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인구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DGT는 무효 데이터(예: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므로 납세자는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변경해야 

합니다. 
 
NIK 데이터가 일치하는 경우 2022년 7월 14일부터 NPWP 대신 NIK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로 변경된 후 납세자에게 통보됩니다. 
 
납세자가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유효하지 않은 상태), 납세자는 

NPWP가 필요한 세무 관리 서비스 및 기타 당사자의 관리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15자리 NPWP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MK-112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는 모든 세무 행정 서비스 및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에서 NPWP 대신 NIK를 사용해야 합니다. 
 

2) NIK를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  
 
이론적으로 2022년 7월 14일부터 NIK가 없는 납세자(즉, 비거주자 개인, 기업 

및 정부 기관 납세자)는 새로운 16자리 NPWP를 사용합니다(번호가 NPWP를 

대신하여 16자리 NIK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일치하도록 함). 
 
DGT는 2022년 7월 8일 이후에 NPWP를 받기 위해 등록하거나 직권으로 

NPWP를 받은 신규 납세자에게 16자리 NPWP를 제공합니다. 
 

기존 15자리 NPWP가 있는 납세자(NIK를 사용하지 않음)의 경우 DGT는 

납세자 등록 신청서 또는 직권에 따라 16자리 형식을 제공합니다. 16자리 

NPWP는 기존 15자리 NPWP 앞에 숫자 0을 추가하면 생성됩니다. 
 
16자리 NPWP로 전환할 때 DGT는 납세자에게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예: 이메일 주소, 사업 분야 분류(Klasifikasi Lapangan Usaha) 데이터 

등). 이 경우 납세자는 승인(데이터가 적절한 경우) 또는 수정(데이터가 실제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형태로 응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3 Law No.23 Year 2006 as lastly amended by Law No.24 Year 2013 (Law-24) regarding Administration of Resident 
(Administrasi Kependudu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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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무당국 및 기타 행정부가 새로운 16자리 NPWP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위의 납세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15자리 NPWP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는 세금 관리 서비스 및 기타 당사자의 서비스에서 

새로운 16자리 NPWP 형식을 사용합니다. 
 

3) The branch taxpayer 
 
앞으로 DGT는 회사의 지점에 대해 별도의 식별 번호를 제공할 것입니다(현재 

이러한 지점은 별도의 NPWP가 발급됨). 2022년 7월 8일 이전에 이미 NPWP를 

보유한 지점 납세자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 활동 장소에 대한 새로운 식별 

번호(Nomor Identitas Tempat Kegiatan Usaha/NITKU)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점 NPWP의 권리 행사 및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해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DGT는 2022년 7월 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NPWP를 받기 위해 

등록하거나 직권으로 NPWP를 받은 신규 지점 납세자에게 지점 NPWP 및 

NITKU를 제공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지점 납세자는 주 등록 본점(계속 NPWP 사용)과 분리된 

사업 활동 장소의 신원으로 NITKU만을 사용합니다. 
 

기타  
 

PMK-112에 규정된 기타 여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DGT는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의 행정 시스템에 NIK가 있거나 없는 납세자 

범주에 대해 NPWP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형태로 NPWP를 사용해야 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DGT는 재무부를 대신하여 다른 부처의 행정 시스템의 준비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는 수출입 서비스, 은행 및 기타 금융 부문 서비스, 

사업자 허가 신청 및 기타 NPWP의 사용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동 PMK-112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15자리 

NPWP 포함에 관한 조항이 유효하며 15자리 NPWP 포함 조항에 대한 수정이나 

대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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