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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고객의 정보의 교환
인도네시아 금융감독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toritas Jasa Keuangan/OJK)은 조세정보
교환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2015 년 12 월 11 일 OJK 규정 No.25/POJK.03/2015(POJK-25)를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협정 체결국에 대한 상대국 개인 또는 법인의 정보 교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조세정보 교환협정은 외국 고객의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외국 고객의 금융정보를 체결
상대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PJOK-25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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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foreign 외국 고객의 범위
외국 고객은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개인 및 법인으로서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계좌를 보유하거나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증권계좌를 보유 또는 직접 증권회사를 이용하거나 위탁 뱅킹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생명보험 회사의 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동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며, OJK 의 circular letter 에서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외국기업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외국에 설립되거나 주소지를 둔 법인(외국회사)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 또는 지점



인도네시아 내국 또는 국외에 설립되었거나 주소를 두는 회사로서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이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외국 자회사”)



외국 자회사의 대표사무소 또는 지점

Reporting mechanism 보고체계
체결 상대국에 보고되는 자료는 외국 고객의 정보 및 금융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보고되는 정보는 인도네시아 과세관청 또는 OJK 에 제출될 수 있다.
금융정보는 양국이 체결한 조세정보 교환협정의 정보교환 마감일의 60 일 이전에 보고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외국 고객의 정보 보고에 책임 권한을 가진 담당자의 이름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Due diligence process to be carried out by FIs 금융기관이 수행하여햐 하는 실사 절차
외국 고객의 정보의 제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하기사항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이 외국 고객의 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 조사



외국 고객의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서류의 요청



인도네시아 과세당국 또는 체결상대국에 외국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 고객 또는 잠재 고객에게
자발적인 동의서 제출 요청



조세정보 교환협정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좌잔고를 보유한 외국고객의 선별

POJK-25 의 구체적인 조항은 OJK Circular Letter 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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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대표부 및 국제기구를 위한 조세면제 확인서 발행과 관련한 절차 – 업데이트
재무부(MoF)는 외국 정부 대표부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 면제 확인서 발행과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인 No.248/PMK.010/2015(PMK-248)을 발표하여 기존 규정 No.162/PMK.03/2014(PMK-2014)을
개정하였다. PMK-248 은 2015 년 12 월 29 일부로 효력이 있다.
PMK-248 은 PMK-162 의 개정사항으로 하기와 같이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다.


부가세 및 사치세의 면제 혜택은 국제협정을 통하여 협의가 되는 경우에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이동 및
수입에 대하여 적용된다.



외국 정부 대표부 또는 국제기구가 납부한 부가세 및 사치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세 및 사치세를 면제받은 과세대상 재화를 4 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세금은 재납부 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 정부 대표부 및 국제기구와 재무부로부터 특별허가를 취득한 자와의 거래는 예외에 해당한다.

전략적 재화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No.70/P/HUM/2013) – 업데이트
이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전략적 재화(strategic goods)로서 농산물(플랜테이션 및 조림관련 물품 포함)을
위한 부가세 면제와 관련한 정부령 No.31 Year 2007(GR-31)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기 위하여 위헌법률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GR-31 이 폐지되었으며 2015 년 11 월 9 일에 신규 정부령 No.81 Year 2015(GR-81)을
발표하였다. GR-81 은 규정 발표 60 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2016 년 1 월 9 일부터 유효하다.
GR-81 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략적 재화로서 농산물이 제외됨. 이는 GR-31 의 일부 조항을 폐지한 대법원 판결 No.70/P/HUM2013(PUT70)에 따른다.
 전략적 재화로서 일부 재화 추가 - 무두질 하지 않은 원피와 과립 또는 바 형태로서 은 공예품의 원재료
 전략적 재화는 반드시 기존 목적에 따라 사용이 되어야 하며 특정 제한 기간내에서는 타인에게 부분 또는
전체의 양도가 불가능하다(양도시 면제된 부가세 재부과). GR-81 은 특정 제한 기간을 수입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4 년으로 변경하였다(기존 5 년).
GR-81 의 일부 조항은 하기의 재무부 규정을 따른다.
1. 규정 No.267/PMK.010/2015 : 가축 및 동물성 사료와 양어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2. 규정 No.268/PMK.03/2015 : 전략적 재화의 수입 및 공급과 관련한 부가세 면제 적용 절차와 과거에 부가세
면제된 거래에 대한 부가세 납부 및 관련 패널티 규정
3. 규정 No.269/PMK.010/2015 : 서민 아파트(Rumah Susun Sederhana Milik/RUSUNAMI)의 양도 가격의 기준과
매수자의 소득에 대한 기준

재무부 규정의 구제적인 사항은 PwC Indonesia 의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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