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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펀드에 대한 소득세
2016 년 10 월 17 일에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펀드로서 집합적 투자 기구 (Kontrak Investasi Kolektif
– Dana Investasi Real Estate/KIK-DIRE)의 소득세와 관련한 규정을 GR-40 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GR-40 에 따라 특정목적회사(SPC) 또는 KIK-DIRE 가 부동산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받거나 획득하는
소득은 양도된 자산의 총 가치에 대하여 최총 분리 과세로서 0.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된 자산의 총
가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된 경우 – 양도로 인하여 받거나 받았어야 하는 금액



제 3 자에게 양도된 경우 –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받거나 획득한 금액

세금납부, 서면 통보의 제출 및 공무원의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시행규정은 별도의 재무부
규정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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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제조업(footwear)과 섬유(textile)산업에 대한 개인소득세 혜택
정부는 2016년 10월 17일에 특정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관련하여 고용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 GR-41을 발표하였다. GR-41은 수출위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개인소득세 혜택은 2016년 7월 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된다.
특정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은 연간 과세소득이 5천만 루피아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최종분리과세로서
2.5%의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실제 과세소득인 연간 5천만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15%의 최종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개인세득세 혜택은 고용주가 2016년 7월과 2017년 1월의 월별 근로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고용인에 한하여 적용
된다.
동 규정이 적용 가능한 납세의무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발제조업, 섬유 및 섬유 제품 산업의 법인사업자



고용인이 최소 2,000명 이상



고용인의 개인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전년 매출 기준으로 50% 이상수출



단체노동협약(‘collective labour agreement’)가 있는 경우



고용인이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과 건강보험제도(BPJS Kesehatan)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현재 Tax Allowance 또는 Tax Reduction facility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인소득세 혜택의 계산방법과 신고 방법은 재무부 규정으로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사면제도 자산신고서의 철회
2016년 10월 21일에 DGT(Director General of Tax)는 조세사면제도 관련 자산 신고서(Surat Pernyataan Harta untuk
Pengampunan Pajak/SPHPP)의 철회와 관련한 규정인 No.PER-21/PJ/2016(PER-21)을 발표하였다.
PER-21은 재무부 규정 No.141/PMK.03/2016 (an implementing regulation of the Tax Amnesty Law No.11/2016)에
근거한 SPHPP의 철회와 관련한 구제척인 조항의 이행 규정으로 사용된다.
PER-21 에 따르면 하기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납세의무자는 기제출한 SPHPP 를 철회할 수 있다.
 소득이 비과세 소득 기준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산이 상속이거나 또는 조세사면제도 대상이 아닌 보조금인 경우
또한, 기 제출된 SPHPP 는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며, SPHPP 에 기재된 정보는 DGT 데이타베이스에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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