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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mnesty - Asset repatriation rules and Tax ID registration 
and reactivation through certain places 

조세사면제도 – 자산이전규정 및 특정 장소에서의 세무 ID 등록 및  

재활성화
 

정부는 조세사면제도에 따른 자산 이전을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Investment of repatriated funds in financial market 국내 이전된 기금의 금융시장 투자 
 

기존 재무부 규정 No. 119/PMK.08/2016 (PMK-119)은 No.123/PMK.08/2016(PMK-123)으로 

개정되었으며 PMK-123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Procedures 절차 

PMK-123에서는 국내로 이전된 기금이 반드시 Gateway 은행으로 이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후에, 해당 펀드는 은행 계좌/Rekening Dana, 중개인은  증권계좌/Rekening Efek, 또는 투자 관리자는 

개인 펀드 계좌/Rekening Dana Nasabah 등 다른 Gateway로 투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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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투자 

이전된 기금은 인도네시아 선물거래시장에서의 선물 거래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위 연계 상품으로 알려진 투자연계상품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투자소득은 다음 해의 첫번째 3개월 마다 또는 3년이 끝나는 시점에 인출할 수 있다. 소득은 모든 투자비용을 

공제한 후의 투자 이익을 기초로하여 계산된다. 

 

Gateways  

PMK-123은 3년 내의 기간 중 Gateway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투자하고자 하는 신규 

Gateway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존 Gateway로부터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납세자명 

b. 납세자 번호(Tax ID/ NPWP) 

c. 지정은행의 특별 계좌 번호 

d. 지정은행의 특별 계좌로 이전된 명목 금액 및 이전일자 

e. 기존 Gateway에서의 투자 잔액 

f. 신규 Gateway 

g. 신규 Gateway로 이전되는 투자 잔액 

투자 약정서에는 납세자의 투자와 관련된 단체 또는기관에 정보 및 자료 제공을 동의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지정된 Gateway의 목록은 다음의 재무부 보도자료 상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djppr.kemenkeu.go.id/page/load/1632. 

 
 

Investment of repatriated funds in non-financial market 비금융시장에서의 이전펀드 투자 
 

비금융시장에서 이용되는 이전펀드의 투자는 재무부 규정 No.122/PMK.08/2016 (PMK-122)에서 규정되어 있다. 
 

Procedures and gateway 절차 및 Gateway 

Gateway 은행의 특별 계좌(Rekening Khusus)로 펀드를 송금하는 이전 과정은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와 같으며, 3 년 

이내의 기간에 Gateway 은행을 변경하는 것 역시 금융시장투자에서의 절차와 유사하다. 
 

Investment 투자 

비금융시장에서 가능한 투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 협력) 방식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b. 국가중기 개발 계획(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에 따른 정부 우선 부문에 대한 

자본참여 방식 투자 

c. 토지와 건물(정부보조 자산은 제외) 

d. 인도네시아 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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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골드바 또는 금괴(순도 99.99% 이상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도는 런던 

금시장협회의 인증을 받아야함) 

f. 기타 비금융 시장에 대한 합법적 투자 유형 

 

상기 투자들은 Gateway 은행을 통해 다음의 방법을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납세자는 Gateway 은행에 하기에 명시된 납세자의 동의를 포함한 사항을 반드시 위임하여야 한다. 

 투자거래의 합의의 이행 

 투자문서 및 증빙의 보관 

 투자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의 수령 

 

 투자 취득시 은행은 각각의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특별계좌에서 인출을 할 

것이고, 투자 문서를 보관할 것이다. 

 투자 처분시 은행은 납세자의 특별계좌에서 수익금을 수령할 것이다. 

 Gateway 은행은 진행상황 및 투자금의 이동에 대해 DGT에 매월 보고하거나 다른 Gateway로의 투자금의 

이동, 매각, 판매 등이 발생할 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매매거래 또는 상업 활동을 통해 인도내시아 내에서만 거래될 수 있다. 

 

Registration and reactivation of Tax ID through certain places 특정 장소에서의 납세자 번호의 등록 및 

재활성화 
 

DGT는 국외에서 조세사면제도를 받는 경우 특정 장소에서의 납세자 번호 등록 및 재활성화를 위한 규정 (No.Per-

08/PJ/2016(Per-08))을 발행하였다.  
 

PER-08은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a. 납세자 번호가 없거나 삭제된 납세자들은 특정 장소에서 Tax ID를 신청할 수 있다. 

b. 납세자 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의 납세자들은 특정 장소에서 Tax ID를 재활성화 할 수 있다. 

c.  

특정 장소의 범위는 홍콩의 인도네시아 영사관, 싱가폴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그리고 런던 및 기타 재무부가 지정한 

장소들이다.  
 

Registration 등록 
 

위에서 언급한 납세자 번호 등록을 위해서는 요구하고 있는 문서들은 주민등록증(Kartu Tanda Penduduk, KTP),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발급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납세자는 인도네시아 거주지에 따라 세무서에 등록되며,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Jakarta Kebayoran Baru Satu 

세무서에 등록된다. 납세자는 등록 후 30일 이내에 Jakarta Kebayoran Baru Satu 세무서에 실제 거주지를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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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Jakarta Keboyoran Baru Satu 세무서는 5 영업일 이내에 납세자를 해당 거주지 세무서로 이전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실제 거주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동 납세자는 휴면상태로 전환된다. 
 

Reactivation 재활성화 
 

상기 B와 같이 휴면 상태의 납세자의 재활성화는 현행 납세자번호 재활성화 규정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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