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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ra of online tax payment

인도네시아 국세청(DGT)는 2015 년 12 월 31 일부터 Tax Payment Slip (Surat Setoran Pajak/SSP)를 통한 수기

세금 납부가 유효하지 않다고 2015 년 12 월 30 일자에 공시하였다.

2016 년 1 월 1 일 부터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E-billing’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E-billing 웹사이트에 등록 및 세금납부 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빌링코드가 생성 되며, 이 

빌링코드는 은행, ATMs, mini ATM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한 세금 납부시 활용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납부영수증은 기존의 SSP 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billing 등록과 온라인 세금납부와 관련하 자세한 절차는 DGT 규정 No. PER-26/PJ/2014 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과기간 규정

SSP 를 사용한 세금납부는 정부 소유 은행(Bank Mandiri, Bank Negara Indonesia, Bank Rakyat Indonesia 

및 Bank Tabungan Negara) 및 PT Pos Indonesia 를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만 2016 년 6 월 30 일까지 

유효하다.  

2016 년 7 월 1 일 부터 모든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E-Billing 시스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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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asset revaluation rules for 2015 and 2016

재무부(MoF) 장관은 2015 년 12 월 21 일 MoF 규정 No.233/PMK.03/2015(PMK-233)을 발표하여 기존의 MoF 규정 

No.191/PMK.010/2015(PMK-191)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기존의 PMK-191 규정은 2015 년 및 2016 년에 한해 

세무목적상 고정자산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다루고 있다.  

신규 개정사항은 하기와 같으며, 기존의 PMK-191 의 자세한 사항은 Tax Flash No.28/2015 를 참고하길 바란다.

1. 고정자산의 범위

PMK-191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고정자산의 재평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고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이는 PMK-233 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그러한 고정자산은 1 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져야 한다.

2. 제한 기간

재평가된 고정자산의 매각 제한 규정은 하기와 같이 변경되었다. 

고정자산 카테고리
재평가 이후 매각 제한 기간

PMK-191 PMK-233

카테고리 1, 2 신규 내용연수 종료시 까지 3 년

카테고리 3, 4
10 년

5 년

토지 및 건물 1 년

제한 규정의 불이행시에는 추가적으로 25%(법인 납세의무자, 고정사업장) 또는 30%(개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이 

최종분리과세로 과세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된다.

PMK-191 에 명시된 조항과 별도로, 동 제한기간 규정은 고정자산이 더 이상 생산에 사용될 수 없어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재평가 차이의 인식

PMK-191 은 세무상 재평가로 인한 차이금액을 회계상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의무사항은 

세무상 재평가를 수행한 법인은 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PSAK) 16 에 따라 회계 목적으로도 고정자산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은 PMK-233 에서 개정이 되었으며, PMK-233 에서는 세무상 재평가로 인한 차이금액은 

납세의무자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에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세무목적 

뿐만아니라 회계목적상으로도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재무제표상의 공시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4. 국영기업을 위한 특별 조항

PMK-233 은 국영기업의 재평가에 대한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영기업이 고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재무부 

산하의 Directorate General of State Wealth 의 국영 감정평가 기관으로 부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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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233 은 PMK-191 규정일(2015 년 10 월 20 일)로부터 소급적으로 효력이 있다. 기존의 재무부 규정 

No.79/PMK.03/2008(PMK-79)는 2017 년부터 다시 적용이 될 것이다. 기존에 PMK-79 를 기준으로 고정자산 재평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 또는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납세의무자는 PMK-191 및 PMK-233 에 따라 재평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고정자산 재평가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DGT 규정 No.PER-27/PJ/2015(PER-37)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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