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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non-taxable income in 2016!
재무부는 최근 개인 소득세 계산시의 소득공제(Penghasilan Tidak Kena Pajak/PTKP)와 관련한 규정인
No.101/PMK.010/2016 (PMK-101)을 발표하였다. 소득공제금액 개정과 관련한 PMK-101은 6월 27일
발표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기존 및 신규 연간 소득공제 금액(PTKP)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단위: 루피아).
PTKP
구분

No.

1

개인소득세 납세자 본인 공제

2

배우자 추가 공제

3

배우자 소득이 납세자 본인의 소득에

기존

신규

36,000,000

54,000,000

3,000,000

4,500,000

36,000,000

54,000,000

3,000,000

4,500,000

합산되는 경우 추가 공제
4

부양자(친척, 인척 및 입양) 추가 공제(최대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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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금액의 증가는 당장 정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정부는 해당 개정이 장기적으로 중산층
납세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기업의 성장과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소득공제에 이어 재무부는 임시직 종업원의 비과세임금 금액을 조정하는 규정 No.102/PMK.010/2016 (PMK102)을 발표하였다. PMK-102는 총 일간 소득금액 또는 주간 소득금액에서 일급 450,000루피아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의 300,000루피아에서 증가함). 이러한 새로운 비과세소득 기준 금액은 월간 소득금액이
4,500,000 루피아를 초과하거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규정은 전문직
서비스 보수나 개인 소매업이나 보험판매인의 수수료 소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가지 재무부 규정은 DGT 규정에 의하여 개정 소득공제 금액 및 비과세 일급여 기준금액의 적용지침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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