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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면제도 - 자산 송환 규정 개정
2016년 10월 5일에 재무부는 국외 자산의 송환과 관련한 기존 투자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a) 재무부 규정 No.150/PMK.08/2016(PMK-150)은 No.119/PMK.08/2016 (PMK-119)의 두번째
개정안으로, 인도네시아로의 자산 송환 절차와 금융시장 내에 투자수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b) 재무부 규정 No.151/PMK.08/2016 (PMK-151) 은 No.122/PMK.08/2016 (PMK-122) 규정의
개정안으로 인도네시아로의 자산 송환과 비금융시장의 투자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PMK-150과 PMK-151(이하 PMKs)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과 비금융 시장에 투자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개정사항

송환하는 국외자산의 형태 추가
기존에 자산 송환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서는 현금 이외에도 인도네시가
정부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인이 외화로 발생한 채무증권의 형태도 송환
수단으로서 가능하다.
채무증권은 해외 관리인으로부터 Gateway로지정된 은행의 관리인으로 관리 권한이 이전되어야 한다.
최소 3년 간의 보유기간은 관리권의 이전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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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인 현금 이전
PMKs에서는 현금 이전이 점진적으로 가능하며, 조세사면제도 법률상 하기의 기한까지는 송환이 완료되어야 한다:
a) 2016년 12월 31일 – 2% 또는 3%의 보석금율 적용받는 납세자
b) 2016년 3월 31일 – 5%의 보석금율을 사용하는 납세자
현금을 점진적으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3년의 필수 보유 기간은 이전이 완전히 완료된 시점부터 계상된다.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송환된 현금의 처리
2015년 12월 31일 이후 인도네시아로 송환된 현금은 이전일자에 따라 하기와 같이 다르게 처리된다.
a) 2015년 12월 31일 이후 및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현금이 송환된 경우, 동 현금은 국내 자산 또는 국외 자산이
송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존에 납세자가 동 현금을 국외 자산으로 신고하여 조세사면제도 승인서(SKPP)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는 SKPP의 수정 신청서를 DGT에 제출함으로써 동 현금을 국내 자산으로 처리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신고 절차는 추후에 DGT규정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b) 2016년 7월 1일 이후에 현금이 송환된 경우, 동 현금은 송환된 국외자산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투자 목록에
투자되어야 한다.

기타
송환된 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투자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기존에는 연간 1회의 회수만 승인되었음). 투자
이익은 각각의 투자 유형별로 투자수익에서 투자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투자한 상품이 Gateway 은행에서 차입 담보로 사용되는 경우에, 은행은 납세자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을 청산할 수 있다.
비금융시장에서의 투자 수단을 위한 규정 변경
PMK-151은 정부가 권장하는 실물 분야에 대한 투자와 인도네시아 내에서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imited Liability Company(Perseroan Terbatas, PT)에 자본의 형태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
투자에서 전입된 자금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PT회사의 경영진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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