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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집약 산업에 대한 Income Tax Allowance 규정 개정
정부는 특정 산업 분야와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의 Income Tax Allowance 규정에 대한 내용을
Regulation No.9/2016 (GR-9)을 발표하여 기존 규정인 GR-18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목적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하여 동 조세편익의 승인을 통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및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분야

GR-18

1. 섬유(textile) 및 가죽(leather)으로
만들어진 의류
2. 가죽제품 및 신발:
 일반화
 스포츠화
 산업목적을 위한 신발

적용되지 아니함

자카르타, 서부자바 및
반튼(Banten)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자에 적용이 가능

GR-9 (신규)
모든 지역의 투자에 적용
가능함

모든 지역의 투자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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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ax Allowance 는 다음의 조세편익이 부여된다.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 년간 투자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가능(단, 투자된 자산이
6 년이내에 이전이 되지 아니하여야 함)
 가속 감가상각 및 상각 인정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최장 10 년까지 연장가능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이 10%로 경감가능(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낮은세율 적용가능)
GR-9은 상기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Income Tax Allowance규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GR-18의
Income Tax Allowance 규정에 관하여는 기존에 발행한 TaxFlash No.13/2015, No.15/2015, 및 No.16/2015 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GR-9는 2016년 4월 22일에 발표되었으며, 15일 이후인 2016년 5월 6일부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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