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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mnesty – Further implementing regulation
2016 년 8 월 29 일에 DGT 는 조세사면제도 법령 No.11/2016(Law-11)의 시행규정으로 PER11/PJ/2016(PER-11)을 발표하였다.
조세사면법(Law-11) 제 18 조 2 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조세사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DGT 가 198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 기간 동안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신고되지 아니한
자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동 미신고된 자산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 조항은 조세사면법의 시행으로부터 3 년간 효력이 유효하다.
PER-11 에 따르면 특정 납세의무자는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사면제도 적용 의무가
면제된다(dapat tidak menggunakan haknya). 또한 상기의 18 조 2 항도 적용받지 아니한다.
a)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이 비과세소득 기준 금액(Penghasilan Tidak Kena
Pajak/PTKP) 이하인 경우
b) 12 개월 이내에 최소 183 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한 개인 납세의무자로서 인도네시아 원천인 소득인
없는 경우
c) 부모와 자녀 사이의 보조금(grant)의 수령인 또는 부모로부터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비과세소득 기준 금액(PTKP)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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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보조금 또는 상속 수령인이 PTKP 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보조금 및 상속재산을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Annual Income Tax Return)에 이미 신고한 경우
상기(c)와 (d)항과 관련하여 조세사면법 18 조 2 항의 면책조항은 보조금 및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한되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의 모든 자산이 과거에 과세된 소득이나 비과세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취득되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연간
개인소득세 신고서(AITR)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동 자산을 AITR 의 수정신고 또는 신규신고를
통하여 자산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조세사면법의 18 조 2 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또한, PER-11 은 조세사면제도 신고서상의 보고된 공정가액은 DGT 로 부터 조사받거나 조정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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