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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ublication is prepared based on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effective and publications available as at 31 
November 2019. These materials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re provided by Imelda & Rekan and are intend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 a particular subject or subjects and are not an exhaustive treatment of such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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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머리말)

 
인도네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크로드 시대 이후로 인도네시아는 무역으로 번성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두 대양(태평양 및 인도양)
과 두 대륙(아시아 및 호주)의 사이에 놓여 있어,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적도 양측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영토 및 영해에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투자를 창출함으로써 천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하여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라이센스 신청은 각 부처 간 신속하게 동기화되고 Electronic Single Submission System (OSS)에 
통합됩니다. OSS 1.1의 최신 버전은 2019 년 11 월 4 일에 온라인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 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16 개의 경제 개혁 패키지 (Paket Kebijakan Ekonomi로 지칭)를 발표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필요한 인프라 개발 가속화를 우선시했습니다.  

최근에 완료된 인프라 개발의 한 예는 자카르타의 지하철(MRT,Mass Rapit Transit) 시스템의 첫단계 (2019 년 
3 월에 운영을 시작 함)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2021 년에 가동 예정)
도 건설중인 다른 주요 프로젝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개발은 2019 년 4 월에 열린 총선거 및 지역 선거를 최초로 동시에 
실시한데 이어 최근 새로운 인도네시아 정부의 취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2019-2024 년의 
우선 순위에 기술주도산업, 인프라 개발의 지속, 인도네시아 규제 체제의 단순화 및 개혁, 정부 관료주의의 
단순화를 포함한 인력 교육 및 기술의 실질적인 개선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18 년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때 다자 관계를 강화하는 우리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주최국으로서 세계적 규모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준비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입증함으로써 인도네시아를 생산적인 투자 성장의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촉진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국제 무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EFTA (유럽 자유 무역 
협회), 서비스에 관한 제 10 차 아세안 기본 협정, ATIGA를 개정하기위한 첫 번째 의정서 및 호주와의 자유 
무역 계약(IE-CEPA, Indonesia 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포함한 여러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빠르고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전문가 팀은 새롭게 디자인 된  <Investment Window into Indonesia(IWI)> 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 책자가 모든 장래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지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기회들을 발굴하는 데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 책자는 영어, 
일본어 및 중국어로도 제공됩니다.

Claudia Lauw Lie Hoeng
Deloitte Indonesia Country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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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troduction into Indonesia  
(인도네시아 소개)

Republic of Indonesia 
(constitutional democracy with an executive presidency)

민족: 인도네시아인 (40.2%의 자바인, 15.5%의 순다인, 3.58% 바탁, 3.22% 술라웨시의 
종족, 3.03% 마두라인, 2.88% 베타위, 31.59%의 기타 종족)

언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business, professional), 지역 방언

통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Jakarta; Capital City Government 
and Business Center

Medan

Samarinda

Sorong

Merauke

Surabaya; 2nd Largest City Major 
Industrial Center and Port

Makassar
スマトラ回廊
農産物及び基礎金属及び
エネルギー資源の生産・加
工が中心

カリマンタン回廊
金属・エネルギー資源の
生産・加工が中心

スラウェシ回廊
農産物、プランテーション、漁
業、ニッケル鉱業の生産、加
工が中心 

パプア回廊 
食糧、漁業、エネルギ
ー、国家鉱業の開発
が中心

ジャワ回廊
国の産業とサービスのサポート
が中心

バリ・ヌサトゥンガラ回廊
観光及び主要な食糧・農業のサ
ポート

Total Area : 1,904,569 sq km (15th largest)
Land : 1,811,569 sq km
Water : 93.000 sq km
Population : 265 Million est. 2019 by BPS, 2019

Major Islands: Sumatra, Java, Kalimantan (Borneo), Sulawesi (Celebes), and Papua
Minor Islands: Maluku, Lesser Sunda Islands (Nusa Tengg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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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overview
300개 이상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동
남아시아에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구매력 평가에서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국이며 G-20 회원국이다.

2018 년 실질 GDP 성장률은 5.2 %였다. 2018 년 4 분기에는 5.2 %로 꾸준히 유지되
었으며 이는 3 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EIU 2019의 인도네시아 GDP 성장에 
따르면 2019 년 1 분기 5.1 %로 하락했으며 2019 년 2/4 분기에는 계속해서 5.0 %로 
하락했다. 5년(2018- 2022) 내에 민간 투자 (인프라 및 제조)가 국가경제성장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제는 민간 소비에 의해 뒷받침 될 것
이며 향후 5년 동안 평균 5%의 성장이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의 경우2018년의 3.2%에서2019년의 3.1%로 감소하였으며, 2020 - 2023
년에는 연평균 3.6%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루피아는 미달러 대비 불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2020-2022 년에 완만하게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최근 IMF 성명서에 따르면 국제 경제는 성장속도
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Bank Indonesia는 내수가 여전히 주요 동력인 인도네시
아 경제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세계 경제 둔화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포트폴리오투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
가 증가하며, 함께 증가하고 있다.

Indicator 2018a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GDP Growth (%, y-o-y) 5.2a 5.1 f 5.0 f 5.2 f 5.2 f 5.1 f

Private Consumption  
(%, y-o-y)

5.1a 5.3 f 5.0 f 5.5 f 5.2 f 5.4 f

Government Consumption 
(%, y-o-y)

4.6a 4.5 f 4.0 f 4.2 f 4.5 f 5.0 f

Gross Fixed Investment  
(%, y-o-y)

6.7a 5.5 f 6.0 f 6.5 f 6.2 f 6.3 f

Exports of goods & services  
(%, y-o-y)

6.5a 2.3 f 3.3 f 5.7 f 5.9 f 5.9 f

Imports of goods & services 
(%, y-o-y)

12.1a 3.8 f 3.8 f 6.5 f 6.9 f 8.0 f

Inflation (end period) 
(%, y-o-y)

3.2a 3.4 f 2.9 f 3.9 f 3.3 f 4.7 f

US$ exchange rate 
(end period)

14,482a 14,249 f 14,382 f 13,922 f 13,641 f 13,441 f

aActual  fForecast
Source: EIU, 2019

국가의 투자 환경 및 경제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책 개혁, 장려책,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Joko Widodo (Jokowi ‘s) 정부의 첫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 개혁은 16개의 경제 개혁 패키지며 2017년에 발표된 2
개의 신규패기지는 물류 체류 시간을 2.9일에서 2일로 줄이고 사업허가증을 단일 
제출 시스템으로 가속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 무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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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에 관한 오랜 보호주의 규칙의 철폐 등 상당한 구조적 경제 정책 개혁이 
있다. 많은 양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지원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도네시아는 제조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019 년 6 월, 인도네시아는 
기술 개발 센터 (직업 교육 포함)를 설립하거나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신설을 
시작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R & D) 자격을 갖춘 활동에 대한 세금 공제
 (정부 규정 No. 45/2019)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Jokowi 대통령은 도로 차량용 배터리 기반 전기 자동차 가속 
프로그램에 관한 인도네시아 전기 자동차의 로드맵을 설정하는 대통령 규정을 발표
했다 (Perpres No. 55/2019). 이 규정은 전기 자동차 유형의 분류, 전기 자동차용 배터
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국내 콘텐츠 수준 및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규
정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인도네시아의 GDP는 2017년 USD 1조154억에서 2018년에 USD 1조 421억까지 
5.2%의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는 6.1% 증가하였다. RPJPN(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
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중진국 수준의 일인당 평균소득을 달성할 예
정이다. GDP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은  서비스부문이며 GDP의 총액의 45.4%를 
차지한다.

Top 10 Real GDP Growth Among 
G-20 Countries Projected by IMF

0.0% 2.0% 4.0% 6.0% 8.0% 10%

2022

2018

2017

India
China
Indonesia
Turkey
Argentina
South Korea
Mexico
Australia
South Africa
Saudi Arabia

The IMF projects Indonesia’s 
GDP growth in 2019 will be 
around 5.2%, which is the third 
after India (7.3%) and China 
(6.3%) among G-20 countries.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20 
Surveillance Note, June 2019

FDI Realization 2018 by Province

Source: BKPM, 201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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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mography (인구통계)
인도네시아는 34개의 주, 1만6천여 개의 섬과 2억6천여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인구 4위 국가이다. 2억6천만 명의 인구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인구의 60%가 20-65세이며 부양 비율은 낮고 문맹률이 낮으며 역동적임;
•  인구의 약 52%가 도시지역 거주;
•  인도네시아 인구는 동남아 10개국 총인구의39% 이상을 이루고 있음

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노동력 참가율은 2017 년 69.02 %에서 
2018 년 69.2 %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9 년 7 월 인도네시아의 노동력 참여율은 
2 퍼센트 감소하여 67.5 %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소비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다. 2018 년 3 분기에서 4 분기 (8.27 %에서 8.37 %)로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으며 2019 년 1 분기에 7.89 %에서 8.63 %로 증가했다. 올해 3/4 
분기에는 8.74 %로 계속하여 증가했다.  

Source: BKPM, 2019

FDI Realization 2018 by Country of Origin

FDI Realization 2018 by Sector

Source: BKP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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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vestment climate (투자 환경)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성공의 큰 부분은 발전적인 중산층 및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결과다. 인도네시아는 MINT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의 멤버이고 
좋은 인구 프로필덕택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다. 

Tradingnews.com에 따르면, 7 월 말까지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 (29.8)
은, 인도 (68.3), 말레이시아 (51.8), 중국 (50.5), 필리핀 (41.9), 태국 (41.8)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2001 년 이래 인도네시아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2017 년 5 월 Standard & Poor ‘s (S & P)가 국가 부채에 대한 
평가를BBB- / 안정으로 상향한 이후 2018 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2019 년 
5 월에 다시 BBB / 안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채권은 3 개의 주요 신용 평가 기관 모두에 의해 투자 등급이 매겨졌다. 
등급평가는 세계 금융 위기로부터의 회복력, 개선 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부 
신용도, 국내정치 조정력 등을 반영한다.

Rating Agency Rate Outlook

Fitch Rating BBB Stable

Moody’s Baa2 Stable

Standard and Poor’s BBB Stable

Source: 2018 © Datebooks, Katadata Indonesia
남자 여자

million people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도네시아 인구 (2019)
출처 :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2018

Source: Ministry of Fina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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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세계 은행이 190 개국에 대해 평가한 2019 Ease of Doing Business 
지수는 인도네시아를 2018 년 72에서 한 단계 아래인 73으로 설정했다.

Southeast Asia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s 2010-2019

2017년 OECD 보고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았으며, OECD 
국가 평균은 42%수준이었다.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 in 2016 and Movement Change Since 2007

Sourc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Source: OECD Goverment at a Gla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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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dustry overview and opportunities (산업 개관)
인도네시아 모든 주요 사업 분야의 중요한 역할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농업이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주요한 부문이 되고 있으며 
지난 40년간 개발해 왔던 광범위한 광물자원 보유로 인해 광업 분야가 인도네시아 
국제수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각적인 무역 경제를 가지고 있다. 석유 및 가스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수출 부문이고 석탄 (및 기타 광산물), 야자유, 농작물, 전기 기계 및 장치, 광물 연료, 
수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상품의 생산을 
증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창출산업 
및 인프라스트럭쳐 개선 등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 소비에 있어 핵심적인 원자재 생산 증대 및 높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다양한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산업에 높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 또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진입하여 전자상거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리바바그룹을 
자문사로 선정하였다. 

2014~2019 정부의 전략적투자계획 및 2020 ~ 2024국가개발기획부의 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몇가지 분야에 새로이 주목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인프라
35 GW 규모의 
발전

24개의 항구
수마트라 고속도
로 및 파푸아도로

 고속 열차

농업 음식 옥수수 농장 소  쌀

산업

노동집약적 섬유 식음료 가구 장난감

수입대체적 화학및제약 철강 부품
석유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수출지향적
전자제품 CPO와 부산물

목공품, 펄프와 
종이

자동차

기계류 고무제품 물고기와 부산물 새우

수출지향적 카카오 설탕 제련 채광

Maritime 조선업 어업 냉동창고 해사기술

Tourism, SEZ and Industrial Park
전략적 관광지구

미팅, 인센티브관광, 
국제적컨퍼런스 
및 전시회 관련 
(MICE)

13+4 경제 특구
9+10개의  신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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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Sector (인프라스트럭쳐 부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섬과 섬사이의 연결성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서부와 동부의 균형 잡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정부는 높은 물류비용을 낮추게 
하기 위하여 서도에서 동도 사이에 중심 경로의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다도해를 
연결하도록 ‘sea toll road’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정부는 도로, 유료 도로, 공항, 
철도를 더 많이 건설할 예정이며 자바 섬 뿐만 아니라 수마트라 섬, 칼리만탄 섬, 
술라웨시 섬, 파푸아 섬을 포함할 계획이다. 

추가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은 중국의 개혁 및 해외진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 핵심은 Belt and Road Initiatives (BRI)로서, 이는 국외 정책과 국내경제전략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당초 특정지역에 국한한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로 알려졌었던 
이 계획은 현재까지 계속 확장되어 왔으며 이제는 아시아대륙에 걸쳐서 폭넓은 
협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또한 포함하고 있다. 자카르타-반둥 
구간의 고속철 프로젝트는 중국의 첫번째 숙원사업이었으며, 교통부로부터의 승인을 
기반으로 노선이 점차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ource: Ministry of Transportation RI,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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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gional snapshot (지역별 정보)
투자에 적합한 지역을 찾고있거나 현재의 사업규모를 확대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해, 10개주를 선정하여 각 지역들의 연간GDP 및 외국투자관련 몇가지 지표를 
소개하고자 한다. 

Top 10 Regional Demographics

Province Provincial 
Capital

Area  
(sq km)

No. of 
Islands

No. of 
Regencies

No. of 
Cities

Population  
(in thousands) 

(2018)
DKI Jakarta Jakarta 664.0 110 1 5 10,467.8
West Java Bandung 35,377.8 30 18 9 48,683.8
Central Java Semarang 32,800.7 72 29 6 34,490.8
East Java Surabaya 47,799.7 431 29 9 39,500.9
Banten Serang 9,662.7 81 4 4 12,689.7
Riau Pekanbaru 87,023.7 161 10 2 6,814.9
North Sumatera Medan 72,981.2 232 25 8 14,415.4

South Sumatera Palembang 91,592.4 23 13 4 8,370.3

East Kalimantan Samarinda 129,066.6 419 7 3 3,648.8

South Sulawesi Makassar 46,717.5 314 21 3 8,772.0

Top 10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USD mn

Province 2015 2016 2017 2018 % Total 2018

DKI Jakarta 143,778 162,036 177,806 179,546 17.4%

East Java 122,500 138,065 148,950 151,923 14.7%

West Java 110,558 122,997 131,755 138,112 13.1%

Central Java 73,510 81,276 87,565 89,773 8.5%

Riau 47,292 50,785 52,056 52,156 5.0%

North Sumatera 41,444 46,769 50,462 51,184 4.9%

East Kalimantan 36,380 37,740 43,707 44,066 4.2%

Banten 34,646 38,429 41,636 42,463 4.0%

South Sulawesi 24,773 28,223 30,903 31,927 3.0%

South Sumatera 24,119 26,453 28,309 28,984 2.8%

Total 659,000 732,774 793,148 810,134 77.0%

Source: BPS, 2019

Source: BP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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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 Regional FDI by Value
                USD mn

Province 2016 2017 2018

DKI Jakarta 3,398 4,595 4,857

East Java 1,941 1,567 1,333

West Java 5,471 5,143 5,573

Central Java 1,031 2,373 2,372

Riau 869       1,061       1,032 

North Sumatera 1,015 1,515 1,227

East Kalimantan 1,140 1,285 587

Banten 2,912 3,048 2,827

South Sulawesi 373 712.8 617

South Sumatera 2,794 1,183 1,078

Total Top 10 20,942 22,482 21,503

Total FDI by value 28,964 32,240 29,307
Source: BPS, 2019

Top 10 Regional FDI by No. of Projects

Province 2016 2017 2018

DKI Jakarta 6,751 8,803 6,499

East Java 1,473 1,750 1,441

West Java 5,369 5,309 4,713

Central Java 1,054 955 801

Riau 394 285 252

North Sumatera 688 564 491

East Kalimantan 466 340 275

Banten 2,161 2,479 1,895

South Sulawesi 309 196 191

South Sumatera 251 261 239

Total Top 10 18,916 20,942 16,797

Total FDI projects 25,321 26,257 21,972
Source: BP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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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 Provincial Minimum Wage (UMP) per Month
              1 US$ = Rp14,481

Province 2016 2017 2018

DKI Jakarta 230.7 247.5        256.4 

East Java N/A 102.4       104.2 

West Java 167.5 104.8      106.6 

Central Java 81.9 100.8       102.6 

Riau 155.9 167.2       170.2 

North Sumatera 134.9 144.7      147.2 

East Kalimantan 160.9 172.6       175.6 

Banten 132.8 142.5       144.9 

South Sulawesi 167.5 179.7       182.9 

South Sumatera 164.2 176.2       179.3 
 

6. Legal and Political System (법률 및 정치 시스템)

Civil Law Tradition and Gradual Reform (민법 전통과 점진적 개혁)
인도네시아의 법률 시스템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법률과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선언하기 전 약 350 년 동안 지속되었다. 독립이후 
시기는 정책 개혁, 의회 민주주의에서 보다 중앙화된“교도 민주주의”(“demokrasi 
terpimpin”) 시스템으로의 전환, 네덜란드 기업의 국유화 및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시민의 추방으로 특징 지어진다.

수하르토 (Soeharto) 대통령 시대 (“Orde Baru”또는 “New Order”) 동안 국가의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정책 이니셔티브와 
대규모 법률 개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분야에서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시아 금융 위기 (1997/1998)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 군, 시에 중대한 정치적,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 기관을 개선하고 부패를 줄이며 국가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개선하고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률 개혁을 다시 
시작했다. 또한 개혁시기에 인도네시아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1999 년, 2004 년, 2009 년, 2014 년 및 2019 년에 선거가 열렸다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는 조코 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4 년에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많은 법률과 규정은 여전히 
네덜란드 식민지 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독립 이후 효력이 있었으며 새로운 
법이나 규정으로 대체되고 폐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민법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은 상업 활동과 관련된 계약 및 많은 일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도네시아 법률의 기초이다.

Source: BP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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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y of Laws and Regulation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법률 및 규정 
계층)
아래는 인도네시아 법률 및 규정의 체계이다:
a. 1945 헌법 (Undang-Undang Dasar 1945) : 국가 및 헌법상의 기본 토대가 된다.
b. 국민협의회령 (Ketetapan MPR)은 국민 협의회 결의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c. 법률 또는 법률대체 정부규정 (Undang-Undang /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1945 헌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d.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은 법률을 시행한다.
e. 대통령령 (Peraturan Presiden)은 법률 또는 정부 규정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규정한다.
f. 주정부령(Peraturan Daerah Provinsi)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 자치 및 법률, 

해당 지역과 관련된 정부 규정 및 대통령령을 이행한다.
g. 시/군 지방령 (Peraturan Daerah Kabupaten / Kota)은 관련 지역/시/군과 관련한 

지방 자치 및 법률, 해당 지역과 관련된 정부 규정 및 대통령을 이행한다.

위에서 언급한 법체계는 법과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용하다.

인도네시아 법은 또한 조약, 관습법 (adat), 판례 (민법 사법 또는 관할권) 및 법률 
전문가의 의견 (독트린)과 같이 법체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추가적인 
법률의 근원을 인정한다. 판례와 전문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의 원천이 
아니며, 법률 적용에 대한 참조로만 활용된다.

National Political System (국가 정치 시스템)
인도네시아는 독립된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는 대통령 대표 민주 공화국이다. 국가 
정치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5년 임기로 선출됨;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각구성, 국군 최고 사령관 임명의 권한을 갖는다. 
• 국민협의회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또는“MPR”) : 대통령을 탄핵시킬 

권한을 가진 최고 대표 법률 입법 기관이다. 국민협의회는 국회 (Dewan 
Perwakilan Rakyat 또는 “DPR”)와 지방의회 (Dewan Perwakilan Daerah 또는 
“DPD”)로 구성된다. 모든 법안은 국회에 의해 통과되며 국회는 행정부를 
감독한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 관련 문제, 중앙 및 지방 정부간의 관계, 
지역의 형성, 확장 및 합병, 천연 자원 및 기타 경제 자원 관리, 중앙 및 지역 간의 
재정 균형과 관련된 법안으로 제한된다.

• 대법원 (Mahkamah Agung) : 인도네시아 최고 사법 기관이다.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민사 분쟁은 지방법원 (Pengadilan Negeri)에서 최초 
판결하며, 고등법원 (Pengadilan Tinggi)에서 항소심이 진행 된다. 사법부의 다른 
구성 요소로는 파산 및 파산 사건과 지적 재산권 사건을 심리하는 상업 법원 
(Pengadilan Niaga)과; 정부에 대한 행정법 사건을 심리하는 행정법원 (Pengadilan 
Tata Usaha Negara); 헌법재판소 (Mahkamah Konstitusi) : 법의 합법성, 정당의 
해산, 총선 및 주 정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분쟁을 심리하며 특정 종교 사건을 
심판하는 종교 재판소가 있다.

• 인도네시아 내각 (Kabinet Indonesia) : 대통령이 임명 하며, 조정 장관, 각 부처 
장관, 국무 장관 및 비장관직(검찰 총장, 내각비서, 인도네시아 국군 사령관, 
인도네시아 경찰총장, 인도네시아 은행 총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장관과 
부처장관은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기관이 있는 부처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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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각 부처 및 기관: 인도네시아의 법률 및 규정의 이행은 다수의 부처, 부서 및 
기관에 의해 구성되고 수행되며, 대부분의 부처, 부서 및 기관은 다수의 분야별 
권한 (석유 및 가스 산업 규제 기관 등) 또는 지역별 권한 (토지 이용 규제 권한 등)
을 갖는다. 무역부 또는 산업부와 같은 일부 규제 기관은 여러 부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복되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 부처 외에도 정부 정책을 수립, 감독 및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국가 기관, 기구 및 협회 (badan, instansi 또는 lembaga)이 있다. 

이들 기구의 보고 체계는 다양하다. 일부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장관에게 
보고하고, 입법부에 보고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 기관이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지역 사무소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 지역 사무소는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모든 지방 정부 사무소와 구별되어야 한다.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utonomy (지방 정부 및 지방 자치)
지방정부 (pemerintah daerah)는 인도네시아의 주 정부와 시/군 자치제를 모두 
지칭한다. 인도네시아는 34 개 주(provinsi)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에는 자체 주 
의회와 주지사(gubernur)가 있다. 각 주는 군(regency)과 시로 다시 나뉘며 각 
시군에는 시군 의회와 군수 및 시장이 있다. 모든 관점에서, 시군은 법적으로 
주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지방 정부 수장은 지방 의회 (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의 승인에 따라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지역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9년에 입법 및 2014년에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를 
수립했으며 이러한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외무, 국방, 사법, 종교, 조세 
및 재정 정책 등 중앙정부가 그 권한을 갖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있어 권한을 
공유한다.

또한 일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특정 부문 또는 업무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에 
유지된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상충하는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법체계상 국회가 
지방의회 에 우선한다.

시군의 역할은 주로 지방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주정부의 역할은 주로 
내부 시군간의 문제를 조율하고 지방 정부 정책을 입안 하는 것이다. 지방 행정은 
종종 “dinas”로 알려진 지방 서비스 기관을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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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dentifying Your Investment 
Stage (투자 단계 확인)

Five stages of organization evolution

•Market study
•Busines plan/business  
  model 
•Legal advisory
•Buyside/ sellside advisory
•Risk management

•Licensing 
•Compliance 
•Labour environment
•Financial forecasts/ 
  projection
 

•Performance 
•Expand management  
  team
•Corporate governance

•Early audit procedure 
•Tax compliance
•Merger & Acquisition
•Business and asset  
  valuation
•Employee training
•Compliance issue

•Managing growth 
•Going concern 
•Business diversivication
•Corporate governance

•Going public-IPO 
•Reduce debt 
•Sale of business/ 
  divestiture

•Audit & compliance 
•Tax efficiency
•Cost efficiency
•Financial modelling
•Compliance issue

•Pre-IPO preparation 
•Business & debt
•Restructuring
•Business   
  transformation
•Share Valuation

CO
N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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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E

Y 
EL

EM
EN

TS

•Investment structure
•Allowable share    
 ownership 
•Plan & strategy
•Mandatory required     
  investment capital
•Get started

•Company incorporation
•Corporate Governance 
•Form team member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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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egal and Regulatory Overview of 
Doing Business in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수행에 대한 
법률 및 규제 개요)
 
1. Getting the Business Started (Joint Venture) 사업 시작하기 (조인트 벤처)

인도네시아는 젊은 인력, 풍부한 천연 자원 및 성장하는 내수 시장을 가진 국가로, 
선호하는 투자 목적지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천연 자원 개발 및 
공공 인프라 제공을 위한 특정 계획을 포함하여 외국 투자자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presentative offices  (대표 사무소 )
인도네시아에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 사무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외국회사 대표 사무소
• 대외무역회사 대표 사무소
• 건설업 대표 사무소

Foreign Company Representative Office and Foreign Trade Company 
Representative Office
 (외국 회사 대표 사무소 및 대외 무역 회사 대표 사무소 )
외국 회사 대표 사무소 설립 신청서는 인도네시아 투자청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또는“BKPM”)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하드 카피 신청서). 그러나 
대외 무역 회사 대표 사무소 설립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 즉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 
(OSS 시스템)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대표 사무소의 목적은 해외 
모기업을 위해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계열사와 연락하며, 다른 비영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 대표 사무소는 품목을 구매하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Representative Office  
(건설업 대표 사무소 (건설지사)) 
해외 건설 회사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 BUJKA)는 잠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입찰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건설지사(BUJKA RO)를 설립할 수 있다. 건설지사는 일반 외국 회사 대표 사무소 또는 
외국 무역 회사 대표 사무소와 다르게 수익 창출 업무를 할 수 있다.

건설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 건설지사는 공공 사업 및 공공 주택부 장관으로부터 OSS 
시스템을 통해 IPBUJKA (건설 대표 사무소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건설지사는 
고위험, 첨단 기술 및 / 또는 고가의 시장 부문에서만 건설 서비스를 수행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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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건설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 건설 
회사 (BUJKN)와 공동 경영을 시작해야 한다. 현지 건설 회사가 공동 경영 파트너로 
수행해야하는 시공 작업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건설 작업 및 통합 건설 작업의 경우 현지 건설 회사는 최소 30 %의 가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최소 50 %의 업무는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b. 건설 컨설팅 경우 현지 건설 회사는 최소 50 %의 가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모든 업무는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Limited Liability Companies  (유한 책임 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기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외국인 투자법인 (PMA): 외국인 투자지분이 포함된 법인으로, 세제혜택 및 투자 

혜택이 부여될 수 있으며 법무부 및OSS 시스템에 등재되고 OSS 기관 (현재 
기관은 BKPM에서 관리) 이 부여하는 라이선스 및 기타 관련 부문 당국에 의해 
허가를 받음. 

• 내국자본 법인 (PMDN) : 내국인 지분으로만 이루어지며, OSS 기관 (현재 기관은 
BKPM에서 관리) 및 / 또는 기타 관련 부문 당국에 의해 허가되고 법무부(MOLHR) 
및 OSS 시스템에 등록된 회사.

실제로, 해외 기업은 PMA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도네시아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건설 
서비스와 같은 제한된 분야에서는 해외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State-owned Enterprises (국영기업)
두 가지 유형의 국영기업 (Badan Usaha Milik Negara 또는 BUMN)이 있다.
• Persero는 정부가 지분의 51 % 이상을 보유한 유한 책임 회사로, 영리를 위한 

상업적 활동을 수행한다.
• Perum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부가 전액 소유한 (주식이 없는) 

실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유형의 국영기업간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음.  

Regional-owned Enterprises  (지방정부 소유기업)
지방 정부는 지방정부 소유 기업 (Badan Usaha Milik Daerah 또는 BUMD)을 설립할 
권한이 있다. 지방정부 소유 기업은 수익을 위한 기업(Perusahaan Perseroan Daerah)
과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Perusahaan Umum Daerah) 으로 구분된다. 

Public Service Agencies  (공공 서비스 기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부 기관 내 사무실 또는 작업 단위는 공공 서비스 기관 
(Badan Layanan Umum, BLU)을 설립하여 상품 판매 및 / 또는 서비스 형태의 
비영리 기반으로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BLU의 예로는 인도네시아 
중앙투자센터 (Pusat Investasi Pemerintah,  PIP)와 자카르타의 버스 고속 환승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BLU Transjakarta가 있다.

Negative Investment List   (외국인 투자제한 목록)
2016 년 5 월 12 일, Jokowi 대통령은 특정 조건에 따라 투자를 위해 개방 및 폐쇄된 
사업 부문 목록 (2016 투자제한 목록)에 관한 새로운 대통령 규정 No. 4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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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했다. 2016 년 투자제한 목록은 대통령령 제 39/2014 호에 따라 이전의 
투자제한 목록을 대체한다. 특정 조건 하에서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거나 외국인 
투자에 완전히 폐쇄된 사업 부문은 2016 년 투자제한 목록 (Daftar Negatif Investasi 
또는 DNI)에서 확인가능하다. DNI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업 부문은 다른 법률 및 
규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제한없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DNI가 요구하는 외국인 투자 조건에는 외국인 보유 지분 최대한도, 현지 
파트너 필요 여부, 중소 기업 및 협동 조합을 위한 특정 영역 보호, 특별 라이선스 
필요 여부가 포함된다.

DNI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분류 (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또는 KBLI)를 기반으로 사업 부문을 구분한다. KBLI는 특히 유엔의 모든 
경제 활동에 관한 국제 표준 산업 분류 (ISIC)와 아세안 공통 산업 분류를 참조하여 
개발되었다. 현재 KBLI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가장 최신 버전은 2017 년 3 월에 
발행되었다.

BKPM은 제안된 투자에 적합한 비즈니스 부문을 결정하며, 이는 검토, 등록 및 승인 
절차 과정의 일부이다. 일부 제안 된 비즈니스 활동은 DNI 또는 KBLI에서 하나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범주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비즈니스 
활동이 어떤 범주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투자자는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BKPM의 사전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DNI에 따른 제한 외에도 법률 및 규정을 통하여 특정 사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및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해외 기업에 대한 
특별 라이센스 체계, 용량 / 결과물 요구 사항 또는 인력 요구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외국인 투자의 법적 타당성은 DNI 및 적용 가능한 부문별 규정을 
참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Prohibition on Nominee Arrangements 
(차명 이용 금지)
투자에 관한 법률 No. 25/2007 (2007 투자법)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러한 약정은 법에 의해 무효로 
간주된다. 이 제한은 PMA 회사와 내국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차명 도용 금지의 
주된 목적은,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하여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Establishing a PMA company PMA (회사 설립)
외국인 투자자는 PMA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한다.
• 공증인을 통해 PMA 회사의 설립 증서 및 정관을 작성한다.
• 전자 파일링 시스템 “AHU Online”을 통해 MOLHR에 설립 절차를 공증하고 관보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에 공증 증서를 공시하도록 준비한다.
• 인도네시아 은행 계좌 개설 및 해당 계좌에 자본금을 예치한다; 또한
• 거주자증명서 (DKI Jakarta에는 해당되지 않음)를 획득한다.

회사는 설립 절차에 따라 상업 운영을 시작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건설을 시작하고 
자본재를 수입하고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라이센스,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 여기에는 회사등록증명서 (TDP), 수입라이선스 (API) 및 관세번호
(Akses Kepabean) 역할을 하는 사업자등록 번호 (Nomor Induk Berusaha – NIB)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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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취소된 2007 년 이전의 BKPM 기본 라이센스에는 특정 기간 (일반적으로 
상업 운영 개시 15 년 후)내에 PMA 회사 지분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주주에게 
매각해야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있다. 2007년 투자법은 PMA 회사에 대한 
해당 투자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2007 년 투자법 공표 이전에 설립된 PMA 회사는 
여전히 해당 투자 요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부 규제된 산업 (예: 광업)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해당 산업의 투자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투자 허가 및 시설에 대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BKPM 규정 No. 6/2018의 개정에 관한 
BKPM 규정 No. 5/2019에 따르면, PMA 회사는 이전의 승인 / 사업 허가서에 명시된 
주식매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식은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100 % 인도네시아 
국적자 소유 기업에게만 매각될 수 있다. 주식매각은 직접 매각과 인도네시아 자본 
시장을 통한 방법이 있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MOLHR의 승인과 일반적인 법률 및 
규정 준수하에, 주식 환매가 가능하다.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강제 처분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
1. PMA 회사가 100 % 외국인 소유 회사가 아닌 경우, 인도네시아 주주가 지분 

소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2. PMA 회사가 100 % 외국인 소유 회사인 경우 주주는 제 3자 인도네시아인에게 

주식을 판매하겠다는 약속 / 약정이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

Timeline for Establishment and Basic Licensing of a PMA Company

번호 상세 절차 1달 2달 3달

1 2 3 4 1 2 3 4 1 2 3 4

1. 회사명 확보

2. PMA 회사 정관 (DOE) 초안 
작성 및 준비

3. PMA 정관 마무리 및 공증

4. MOLHR이 발행한 PMA 회사 등
록 승인 획득 및 관보에 PMA 법
인 공시

5. OSS 시스템에 투자 
데이터베이스 등록

6. 사업자등록 번호 (NIB) (
회사등록 증명서 취득 포함 
(Tanda Daftar Perusahaan), 
일반 수입라이선스 (Angka 
Pengenal Importir – Umum / 
API-U) 및 관세 번호  (akses 
kepabeanan) 획득.

7. 납세자번호 (NPWP)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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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제로 PMA 등록을 완료하고 모든 라이센스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은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가 이용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당국이 요구문서들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 후에 신청서가 처리된다.

Indonesian Company Law (인도네시아 회사법)
인도네시아 유한 책임 회사 (Pereroan Terbatas)는 주주와 분리된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다. 법무부 장관이 회사 설립을 승인하면 주주의 책임 제한이 
유효해진다.

법무부 장관이 회사의 정관에 서명하고 승인할 때까지 회사 설립자는 파트너로 
간주되며 정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실제로 장관 승인을 득한 직후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 형성된 회사의 첫 주주 회의에서 이러한 
의무가 승인된다.

회사법은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의 개념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주주가 회사 
이름으로 저지른 사기 또는 기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주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회사가 법적  자격을 
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순한 의도로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또는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불충분 해진 경우.

Corporate Governance (지배구조)
인도네시아 회사의 활동은 이사회, 감사회, 주주 총회 등 3 개 기관에 의해 통제 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감사회는 회사 경영 감독 및 이사회 
자문을 담당한다. 주주 총회는 회사법 및 / 또는 정관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Timeline for Establishment and Basic Licensing of a PMA Company

8. 회사 은행 계좌 개설 (타임 라인 
및 필요한 서류는 해당 은행에 
따라 다름)

9. 부가세 납세자 번호(Surat 
Pengukuhan Pengusaha Kena 
Pajak - SPPKP)

10. 사업 라이센스 취득 (아직 
유효하지 않음)

11. 영업/ 비즈니스 라이센스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라이센스에 명시된 
약정 이행

12. 비즈니스라이선스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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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of Directors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진 역할을 한다. 이사회는 최소한 한 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업무가 공공 자금을 모집 및 / 또는 관리하는 회사는 제외. 공인 부채 확인 증명서를 
발행하는 회사나 상장 회사는 최소 2 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일정 기간 동안 임명될 수 있으며 재임명 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신규 임명, 교체 또는 해고를 통해), 이사회는 신규 임명, 교체 또는 
해고에 대해 해당 변경을 승인한 GMS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Board of Commissioners (감사회)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에 책임이 있다. 감사회는 최소 1 명의 감사로 구성된다. 
회사의 정관은 주주, 이사회 및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관계가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회 구성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일정 기간 동안 임명되며 재임명 될 수 있다. 감사회 구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신규 임명, 교체 또는 해고를 통해), 이사회는 신규 임명, 교체 또는 해고에 대해 해당 
변경을 승인한 GMS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무부에 통지해야 한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천연 자원 분야 및 / 또는 관련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매년 기업의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 (“CSR”)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회사는 회사의 연례 보고서에 CSR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하며, CSR 보고서는 주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Capitalization and Shareholding Structure of a Private Company (사기업의 
자본화 및 지분 구조)
회사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회사의 최소 승인 자본금은 Rp 5 천만 (약 US $ 
3,565)이며 최소 25 %가 전액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구 사항은 유한 책임 
회사의 승인 자본 변경에 관한 정부 규정 No. 29 / 2016에 의해 업데이트 되었으며, 
업데이트된 규정에 따르면, 유한 책임 회사의 승인 자본금은 회사 설립자의 동의에 
따른다. 그러나 특정 부문에서는 더 높은 최소자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BKPM은 
제안된 투자에 따라 PMA 회사에 더 높은 자본을 요구할 수 있다. PMA 회사의 경우 
최소 발행 및 납입 자본금은 Rp 25 억 또는 그에 준하는 USD금액이며 최소 총 투자 
금액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1 년간의 운전 자본, 기계 등을 포함하여 Rp 100 억 
또는 그에 준하는 USD금액이다. 자금 조달은(i) 자본; (ii) 이익 잉여금 (사업 확장에 
해당); 차입금으로 구성된다.

주식납입 자본은 화폐 또는 다른 형태로 납입될 수 있으며, 시장 가격 또는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전문가 (평가자)에 의해 지정된 합리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부동산의 형태로 납입된 주식은 설립 증서에 서명한 후 또는 주주 총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결의한 후 14일 이내에 하나 이상의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

회사의 자본은 주주 총회의 승인으로 증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자본 증가를 위해 발행된 모든 주식은 우선 동일한 종류
(선취적 권리)의 주식을 가진 소유권에 비례하여 기존의 각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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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자본을 줄일 수도 있다. 자본의 감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사회는 해당 주주 총회 이후7 일 이내에 하나 이상의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한다.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권자는 그 사유와 함께 회사 
(법무부 장관에게 참조됨)에 대한 자본 감소를 위한 결의에 대한 서면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후 30 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자본 감소는 정관의 
개정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자본의 
감소는 주식수의 감소 또는 주식의 액면가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회사법에 따라 모든 유한 책임 회사는 최소 2 명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회사를 소유하는 지분율에 따라 주식으로 나뉘어진다.

주식의 가치는 루피아로 명시되어야 하며 발행할 수 있는 액면가치가 있어야 한다. 
발행된 모든 주식은 이사회가 관리하는 주주명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주주는 주식 
소유권의 증빙 (주식 증명서)을 받게 된다. 또한 이사회 및 감사회 및 이사회와 
감사회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관한 정보와 취득일이 포함된 
특별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주주는 주주 총회에서 1 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소유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식을 만들 수는 있음)받고 배당금과 청산잔여재산을 받을 
수 있다.

Joint Ventures (조인트 벤처)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된 조인트 벤처는 새로운 PMA 회사 ( ‘그린필드’프로젝트 
및 새로운 사업 운영의 경우)로 설립되거나 외국 투자자가 기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설립 될 수 있다.

조인트 벤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관 조항을 보완하는 조인트 벤처 계약 
또는 주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조건이 회사법의 필수 기업 지배 구조 요구 사항, 
적용 가능한 외국인 투자 규정 또는 공공 정책 문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외하고 계약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은 없다. 법률 No. 24/2009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이중 언어 (영어 및 인니어)로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한 계약이 인도네시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외국법 조항의 선택도 시행 가능). 
일반적으로 그러한 합의에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며 당사자는 지역 중재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은 BANI 중재 (국내 중재)를 선호한다. 국내 투자자가 
설립한 기존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 국내 
주주간에 조인트 벤처 또는 주주 계약을 찾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정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PMA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국가 
대비 프로세스에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조인트 벤처 계약은 회사 설립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다루고 이 프로세스를 
용이하게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을 할당 할 수 있다.

2. 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의 인수 및 합병)
회사법은 기업의 인수, 합병, 취득, 분할을 규정한다. 합병은 보통 주주의 75%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다. 소수 지분 주주를 위한 주식 매각가격은 공정해야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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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보호 장치가 제공된다. 존속회사가 회사명과 경영진을 유지하지 않으면 합병 
회사는 새로운 회사명과 경영진을 채택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합병은 하나 이상의 회사가 단일 존속 회사에 합병 (동시에 다른 회사의 
해산 필요) 해야만 가능하다. Consolidation의 경우 둘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에 
합병되고 각 최초 회사는 해산된다. Acquisition의 경우는 개인 또는 기업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여 통제권이 이양되는 경우이다.

독점 관행의 제한 및 불공정한 비즈니스 경쟁에 관한 법률 No. 5/1999의 기업 인수 
합병 또는 통합 또는 공유 인수에 관한 KPPU 규정 No. 3/2019에 따라, 거래가 아래 
명시된 최소한의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에, 회사는 합병 및 인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관련 회사 자산의 합산 가치가 Rp2.5 조 이상 (또는 은행의 경우 Rp20 조 이상).
• 관련 회사의 이윤 총액이 Rp5 조 이상; 또한
• 제안된 합병 또는 인수를 수행하는 대상 회사들간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음.

회사는 인수 합병이 발효 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KPPU)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또는 
OJK 규정 No. 74 / POJK.04 / 2016에 따라 민간 기업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공개 기업에 대한 OJK 승인을 얻음). 또한 회사는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회사가 최소한의 금액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합병 또는 인수를 발효하기 전에 (사전 
평가) KPPU와 협의할 권리가 있다.

통지는 합병 또는 인수가 발효된 후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KPPU는 해당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RP10 억에서 Rp 250 억까지 금전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Due Diligence (실사)
 인도네시아 기업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인 기업 문서, 기업 자산에 
대한 방해요소, 자본 또는 토지 소유권 및 관련 제한조건에 쉽게 접근 할 수 
없거나 신뢰할만한 공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 다소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정보 공개 수단인 관보(Berita Negara)에 정관을 
게시해야하지만, 이용 가능한 정보는 불완전하며 회사 설립 이후에 완료된 주식 양도 
기록이 생략되기도 한다. 요컨대, (a) 회사 이름, (b) 주주, (c) 이사 또는 감사의 변경 
기록 또는 정관에 대한 개정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 정보 
검색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공개 정보를 통해, 압류 및 유치권을 제외하고는 앞서 
말한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일부 역사적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회사의 실사를 수행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 많은 라이센스, 허가, 승인 및 관련 보고 요구 사항으로 인해 복잡하다. 
상기 요건은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은 라이센스의 취소를 포함한다. 또한 라이센스 보유자는 다양한 
의무를 수행하거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일부는 문서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Acquisitions of Private Companies (비공개 기업 인수)
인도네시아 비공개 기업을 인수하려면 회사법과 외국인 투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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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를 수행하기 전에 획득해야하는 승인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회사의 사업 
분야 유형에 따라 인수에 필요한 승인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회사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회사의 통제가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양한 
요구 사항이 존재한다(공개 통지 요구 사항 및 직원에게 통지해야하는 요구 사항 
포함).

인수대상이 PMDN 회사인 경우 인수 프로세스에는 PMA 회사로의 전환이 포함된다. 
이 전환은 새로운 PMA 회사를 설립하려는 당사자들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대상의 비즈니스 활동 유형이 DNI에 따라 외국인 투자 
대상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PMDN 
회사를 PMA 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인수를 완료하기위한 조건이다.

Acquisitions of Public Companies (공개 기업 인수)
인도네시아의 공개 기업 (회사 이름 뒤에“Tbk””접미사를 가진 perusahaan terbuka로 
알려져 있음)의 인수는 인도네시아의 금융 서비스 기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자본 시장 규제 기관 역할을 하는 OJK라고 함) 및 상장 회사의 경우, IDX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법에 따르면, 공개 회사는 300 명 이상의 주주가 있고 Rp 30 억 이상의 
자본을 발행한 회사(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주주 수 및 자본금액은 다를 수 있다)로 
정의된다.

상장 회사의 인수는 회사법에 언급된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 보험 또는 
석유 및 가스와 같은 규제 산업의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추가 규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Defining an Acquisition (인수의 정의)
자본 시장 규정에 따라 공개 회사의 인수는 공개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변경시키는 
직접 또는 간접 조치로 정의된다. 지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회사 주식의 50 %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 직간접적으로 회사를 통제 할 수 있는 사람 (예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하거나 정관을 수정함으로써).

공개 회사 인수에 관한 OJK 규정 번호 9 / POJK.04 / 2018 (OJK 규정 번호 9/2018)에 
따라 회사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이 입증될 수 있다:
• 다른 주주와의 계약을 통해 의결권의 50 %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약서.
• 정관을 바탕으로 상장 회사의 재무 및 운영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주주의 권한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는 문서 / 정보.
• 이사회 및 감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을 임명 또는 기각 할 수 있는 권한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 / 정보.
• 이사회 및 감사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 / 정보.
• 공개적으로 상장된 회사를 통제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문서 / 정보.

회사법은 인도네시아 회사의 인수는 기존 주주로부터의 주식의 매매, 또는 새로 
발행한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자본 증가 또는 권리 발행)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규정한다. 공개 회사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식의 매매는 대상회사의 지배주주와의 
협상된 거래 또는 자발적인 공개매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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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의 직접 협상된 매각 및 매입 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의무공개매수를 따른다.

Negotiation and Disclosure (협상 및 공시)
공개 회사의 인수는 일반적으로 잠재적 인수자와 대상 회사의 지배 주주 (기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또는 대상 회사의 이사회 (신규 발행 주식의 경우) 간 협상에 
의해 시작된다.

공개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이러한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을 공시하기로 결정한 
예비 인수자는 적어도 하나의 인도네시아어 전국 신문에 공고하고 해당 공고를 OJK(
상장 회사 경우 IDX)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 발표는 IDX 웹 사이트를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표는 대상 회사와 OJK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

OJK 규정 No. 9/2018에 따라 공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 회사의 이름;
• 취득이 제안된 주식의 추정 수량;
•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비즈니스 활동 및 인수 사유를 포함한 잠재 

인수자의 신원;
• 잠재적 인수자가 이미 소유하고있는 대상의 유가 증권 금액(있는 경우);
• 통제의 목적;
• 잠재적 인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 : 컨소시엄 역할을 하는) 조직화된 

그룹에서 협력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계획, 계약 또는 결정;
• 협상을 위해 제안된 방법 및 절차; 또한
• 협상 자료.

협상 발표에 이어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 당사자는 적어도 
하나의 인도네시아어 전국 신문에 협상 종료를 발표하고 OJK와 대상회사에 해당 
발표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 상장 회사일 경우 IDX에도 전달해야 한다.

Shareholder Approval (주주 승인)
제안된 거래 조건은 자본 시장 부문 및 회사의 정관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대상회사의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이 더 높은 금액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 공개 회사의 정관에 대한 수정 또는 수권자본의 증가는 주주총회 참석에 유효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2/3의 승인을 요구한다.
• 상장 기업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을 인수, 합병, 강제 또는 매각하려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유효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4의 승인이 필요한다.

인수가 새로운 주식 발행을 통해 수행될 것으로 제안되면 회사의 기존 주주는 새로운 
주식 발행에 대해 선제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존 주주는 선제 권리를 포기하기로 
동의하거나 또는 신규 발행될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 할 수 있다.

자본 시장 규정은 관련 절차 및 통지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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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of a Successful Acquisition (성공적인 인수 발표)
인수인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인도네시아어 신문이나 IDX 웹 사이트에서 최소한 
한 건의 인수공고를 발표하고 거래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OJK에 전달해야 
한다. OJK 규정 번호 9/2018에 따라 이러한 발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취득한 주식의 수량, 인수자에 지분을 매각한 주주의 이름, 주당 인수가, 총 

인수가치 및 해당 주식의 총 주주;
•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비즈니스 활동, 주주 구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및 

자본 구조를 포함한 인수인(인수기업)의 정보;
• 인수 사유;
•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지배 당사자가 조직된 그룹이라는 진술;
• 인수자의 수혜자;
• 제휴 관계의 성격; 또한
• 권한이 있는 당사자의 승인에 대한 설명.

Mandatory Tender Offer (의무 공개 매수)
공개 회사의 지배주주가 변경된 후, 새로운 지배주주는 회사의 나머지 지분에 대해 
의무 공개 매수를 수행해야한다. 다음의 예외 사항의 경우에는 의무가 제외된다.
• 새로운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 새로운 지배주주가 이전 지배주주와 동의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를 별도로 

제안한 주식;
• 동일한 공개 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무 공개 매수 또는 자발적 공개 매수를 동시에 

수행한 다른 당사자가 소유한 주식 (즉, 다른 잠재적 취득자의 주식);
• 공개 회사의 주식의 20 % 이상을 소유한 주주 소유의 주식; 또한
• 다른 지배 주주가 소유한 주식.

새로운 지배 주주는 성공적인 인수 발표 후 2 일 이내에 OJK와 대상 회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와 함께 의무 공개 매수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OJK가 최초 발표에 대한 추가 정보 및 /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 정보 
및 / 또는 수정은 요청 접수 후 5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OJK는 최초의 발표를 검토하고 새로운 지배주주가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새로운 지배주주는 OJK로부터 서면 확인을 받은 후 2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인도네시아어 신문에서 의무공개매수를 발표해야 
하며, 새로운 지배주주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 통지를 발표 한 후 30일이내에, 대상 회사의 주주들은 결정된 가격으로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주주에 의한 수락 과정은 규정에 의해 규제되며, 
모든 주식 양도 및 대금지불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각 증권 회사 또는 관리인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안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의 통지 후 30 일) 내에 입찰 
제안이 수락되면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제안 기간이 종료 된 후 12 일 이내에 대금이 
지불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락이 만료된다.

Free Float Requirement (프리플로트 요구 사항)
인수로 인해 지배 회사가 대상 회사의 80 % 이상 (각각 회사를 100 % 비공개로하는 
경우는 제외)을 소유한 경우, 새로운 지배 회사는 충분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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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여 지분을 80 %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최초 인수 후 2 년 이내에 보유 지분을 축소해야 한다.

Voluntary Tender Offer (자발적 공개매수)
자발적 공개매수는 잠재인수자가 주식의 매입 또는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통해 
대상 회사의 지배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다. 제안은 모든 당사자 (기존 
주주 여부 무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기타 전자 매체, 서신 및 브로셔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 매수 제안이 이루어진다. 자발적 공개매수를 수행하려는 
당사자는 OJK를 통해 자발적 공개매수 신고서를 대상 회사에 전달해야 한다. 동일한 
대상 회사에 관한 자발적 공개매수를 발표했지만 공개매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상장된 회사 경우 IDX를 통해 자발적인 공개매수를 발표한다.

또한, 자발적 공개매수를 수행하려는 당사자는 자발적 공개매수 신고서를OJK에 제출 
한 날과 같은 날에 적어도 두 개의 인도네시아어 신문에 해당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자발적 공개매수 신고서는 다음 중 더 빠른 날짜에 효력이 생긴다:
• OJK는 자발적인 공개매수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발행 한다.
• 자발적인 공개매수 신고서에 대해, OJK가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잠재적 

제안자가 변경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 OJK가 공개매수 신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이 지난 후.

• 자발적인 공개매수 신고서에 대해, OJK가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잠재적 
제안자가 변경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 OJK의 요구 또는 제안자에 제출에 의한 
신고서의 변경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

자발적 공개매수는 자발적인 공개매수 신고서가 효력을 발휘 한 후 2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자발적 공개매수 기간은 30 일 이상이며 OJK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최대 90 일까지 연장 될 수 있다.
자발적인 공개매수는 의무공개매수와 같은 방식으로 완료된다.

3. Infrastructure (인프라)
인도네시아는 실질적인 인프라 요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인프라 조달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대규모 및 제도적 개혁 (동봉 
및 자유화 포함)을 제정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 중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다양한 
개발 단계에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와 함께 공공 민간 파트너십 (PPP)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인도네시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인프라는 특정 부문 또는 유형 (예 : 도로, 철도, 전기, 
통신, 상수도 및 위생 – 고형 폐기물 등)을 규제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 사역 또는 
규제 기관이 있는 부문 또는 유형별로 분류되고 관리된다. 국유 기업도 이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기업이 이전에 누렸던 법률 독점 및 준 
규제 권한은 제거되었으며 민간 부문은 국유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음).

Procurement Regulations (조달) (Procurement) (규정)
인도네시아의 공공 조달 규칙은 조달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 자치 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의 강화 된 재정 권한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개혁의 주제였다.



38

이 규정은 국가 및 지방 정부, 공립 대학교와 같은 국유 법인, 국유 기업 또는 주 
또는 지방 예산으로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지역 소유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까지 확대된다. 기본적으로, 조달 기관이 정부 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공공 조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인프라 분야에서 일반 조달 규정은 
특히 전통적인 국가 자금 조달 방식의 인프라 제공과 관련이 있다. 프로젝트 구조가 
PPP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쟁 공개 입찰은 필수이다. 인도네시아 공공 조달 규정은 
일반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만 특정 지역이나 부문에는 특정 규정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정부 조달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Public Private Partnerships – Regulatory Framework (공공 민간 파트너십 – 
규제 프레임 워크)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PPP 제도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금융 격차를 
해결해야한다는 시급성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2018 년 세계 은행의 인프라 
부문 평가 프로그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중기 개발 계획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또는 RPJMN)을 대상으로 한 415 억 
달러의 투자 중 약 37 %가 민간 부문, 22 %는 국유 기업에서 발생해야한다고 
추정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틀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위험 할당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 간의 경쟁 입찰을 지원하기위한 정책 약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PPP
규정에 따라 조달된 프로젝트는 입찰 또는 원치 않는 계획에 따라 개발 될 수 있지만, 
낙찰가 선정은 공개 입찰 프로세스를 통해 시작되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위험을 할당하도록 설계된다. 이는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시행 된 다양한 건설 독립 이전, 건설 독립 운영 및 기타 
민영화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는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많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규정 38/2015는 인도네시아의 PPP 이행을 위한 기초가 된다 
(PPP 규정). PPP 규정에 따라 PPP로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운송 인프라 (공항 서비스, 항구 제공 및 / 또는 서비스 및 철도 인프라).
• 도로 인프라 (유료 도로 및 유료 도로 교량).
• 수자원 및 관개 인프라.
• 식수 인프라.
• 중앙 집중식 폐수 관리 인프라 시스템.
• 지역 폐수 관리 인프라 시스템.
• 폐기물 관리 인프라 시스템.
• 통신 및 정보학 인프라.
• 전력 인프라.
• 석유 및 가스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
• 에너지 절약 인프라.
• 도시 시설 인프라.
• 교육 시설 인프라.
• 스포츠와 예술을위한 시설과 인프라.
• 인프라 구역.
• 관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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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리 인프라.
• 교도소 인프라.
• 공공 주택 인프라.

인도네시아 의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부문의 프로젝트에 대한 조달 및 민간 부문 
개발 및 참여를 간소화하고 명확하게하기 위해 특정 부문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다.
• 수자원에 관한 법률 No. 17/2019;
• 도로에 관한 법률 No. 38/2004;
• 철도에 관한 법률 No. 23/2007;
• 해상 운송에 관한 법률 No. 17/2008;
•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 No. 18/2008;
• 항공에 관한 법률 No. 1/2009; 또한
• 전기에 관한 법률 No. 30/2009.

관련 부문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부처, 기관 및 기관에서 조달할 수 있다. 기업이 공공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경우 국유 기업 또는 지역소유기업이 PPP 프로젝트를 조달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국영 전기 회사 인 PT PLN (Persero)과 지역 
소유의 수도 회사인 Perasahaan Daerah Air Minum 또는 PDAM이 있다.

입찰 결과를 바탕으로 낙찰자 (또는 낙찰자가 설립한 새 회사)와 GCA는 PPP 
프로젝트의 이행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협력 계약 (Perjanjian Kerjasama)을 
체결한다. “협력 계약”이라는 용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주요 프로젝트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산업 부문 및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계약 
형태는 전력 구매 계약, 용수 구매 계약, 양해 계약 또는 기타 유형의 계약을 따른다.

협력 계약에는 프로젝트의 작업 범위 및 기간, 성과 채권 제공, 초기 관세 및 조정 
메커니즘, 서비스 성과 표준, 제재, 분쟁 해결 메커니즘, 불가항력 조건, 반환 조건, 
및 프로젝트 기간 이후 프로젝트 자산의 GCA로의 반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준거법은 인도네시아 법이어야 한다. 협력 계약은 둘 이상의 언어로 이행될 수 
있으며, 두 언어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통용되는 언어는 대통령 규정 38/2015
에 따라 인도네시아어가 된다.

협력 계약의 조건은 다른 부서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nstitutional framework to Support PPP PPP (를 지원하기위한 제도적 틀)
인도네시아의 PPP 홍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자금 및 자금 조달 시설을 
통해 민간 부문에 지원 시설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민간 부문의 PPP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취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기 민간 토지 취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토지 취득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에는 공익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법률 No. 2/2012를 통과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해당 법률은 인프라 개발을 위한 토지 취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법률의 후속 시행규정으로 공익을 위한 토지 취득 이행에 관한 대통령 규정 
No. 71/2012가 있었으며, 나중에 대통령 규정 No. 40/2014, 대통령 규정 No. 9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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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규정 No. 30/2015 및 대통령 규정 No. 148/2015에 의해 수정되었다.

2009 년 말 재무부는 PT Penjaminan Infrastruktur Indonesia (Persero) 또는 PII를 
설립했으며, 이는 PPP 규정 및 정부 설립 No. 35/2009에 따라 인도네시아 인프라 
보증에 대한 유한 책임 회사 기금 (IIGF)으로 알려져 있다. 재무부는 IIGF가 민간 
부문의 프로젝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인프라 PPP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증을 
제공하기위한 “단일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신용도, 
은행기능 및 품질을 향상시킨다 (예 : 해당 협력 계약에 따른 GCA의 재정적 의무). 
IIGF는 이러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은행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IIGF가 제공하는 정부 보증은 보증인으로서 IIGF와 수혜자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민간 회사 (프로젝트 회사) 사이에 체결된다. 보증 계약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는 보증 혜택을 대출기관에게 할당 할 수 있으며 IIGF는 이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프로젝트 회사 및 대출기관과 직접 계약 (동의서)을 체결한다. 
보증이 요청되면 IIGF는 GCA와 IIGF간에 체결 된 상환 계약 조건에 따라 지불 된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환 합의는 무엇보다도 GCA가 협력 계약에 
따른 위험 할당 및 협력 계약 조건에 서명한 후 GCA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도록 
장려하기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국영 기업인 PT Sarana Multi Infrastruktur (Persero)(PT SMI)
를 설립했는데, 이는 인프라 금융에 초점을 둔 비은행 금융 기관이다. IIGF와 PT SMI
는 프로젝트 준비 및 구조화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GCA에 의견 및 조언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관련 GCA에 프로젝트 구현 컨설팅 제공,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 준비, 
시장 타당성 조사 준비, PPP 프로젝트의 입찰 프로세스에서 GCA 지원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언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재무부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주목할만한 PPP 
프로젝트 중 일부인 Umbulan Water Supply PPP 프로젝트와 Soekarno-Hatta 국제 
공항 철도 PPP 프로젝트의 진행을 주도하기 위해PT SMI를 임명했다.

PPP 프레임 워크 내의 또 다른 기관인 PT Indonesia Infrastructure Finance (IIF)는 
PPP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을 위한 대체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IF는 
설립 이후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지분 투자를 받았다.

현재 제도적 지원 프레임 워크의 시너지 효과는 다음 도표에 예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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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pital Market (자본 시장)

IDX
IDX는 거래 목적으로 주식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시설을 구성하고 
제공한다. IDX는 회원, 상장, 거래, 청산, 정산 및 증권 거래 활동과 관련된 기타 
문제에 관한 규칙을 결정한다. 제안된 IDX 규칙은 발효되기 전에 OJK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IDX는 IDX의 구성원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정된 검사 
장치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상장 요구 사항

IDX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법인은 유한 책임 회사이다.
• 등록 증명서가 OJK에 제출되었으며 효력이 있다.
• 회사에 독립된 감사위원 또는 감사위원이 있다 (이 위원은 감사위원회의 30 %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
• 회사에는 한명 이상의 독립이사가 있다.
• 회사에는 감사위원회가 있다.
• 회사는 내부 감사 부서를 갖추고 있다.
• 회사에는 회사 비서가 있다.
• 예상 상장 회사 주식의 액면가치는 Rp100 이상이어야 한다.
• 회사의 제안된 이사 및 감사의 평판이 좋아야한다.
• 주식공개상장(IPO)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완전한 공약의 형태로 주식공개상장에 

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상장 회사는 지명 및 보수위원회를 가질 의무가 있다. 상장될 회사는 주식을 
메인 트레이딩 보드 또는 개발 트레이딩 보드에 상장 할 수 있다.

재무부

정부 시설 및 / 또는 재정 지원 
예. PDF 및 AP (있는 경우) 정부 계약 기

관 (GCA)

국가 우선 순위 및 전략 
프로젝트 우선 인프라 제공 

가속화를위한위
원회 (KPPIP)

사용자

은행 / 금융 
기관

시설 계약

관세

PPP 계약가용성 지불

사업체 구현 
(IBE)

보증 계약
화

해
 계

약

인도네시아 
인프라 보증 
기금 (IIGF)

VGF 지원 (있는 경우)

건설 계약 공급 계약 O&M 계약

계약자 공급 업체 O&M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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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두 보드에 상장하기위한 요구 사항의 차이점을 요약 한 것이다.

번호 과목 메인 트레이딩 보드 개발 트레이딩 보드

1. 법인 유형 유한 책임 회사 유한 책임 회사

2. 운영 기간 36 개월
 (회사의 영업 소득을 
수령한 시점으로 확인된 
상업적 운영일 기준)

12 개월 
(회사의 영업 소득을 
수령한 시점으로 확인된 
상업적 운영일 기준)

3. 재무제표  - 3 년 이상 감사
 - 지난 2 년간의 감사 

재무제표와 최신 중간 
감사 재무제표 (있는 
경우)는 적정 의견을 
얻음 

적어도 12 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으며 적정 
의견을 얻은 최신 중간 
감사 재무제표 (있는 
경우)

4. 자본 순 유형 자산 (“NTA”) 
최소 RP 1,000 억 

 - NTA 최소 Rp50 억
 - 사업 이익 (최근 회계 

연도) 최소 Rp 10 억 
및 시가 총액 최소 Rp 
1,000 억

 - 수익 (최근 회계 연도) 
최소 Rp 400억 및 시가 
총액 최소 Rp 2 천억 

5. 총 주주 수 > 1,000 > 500

6. 소수 주주가 소유 한 
최소 주식 수

3 억 주 및 아래 요구 
사항 충족 :
 - 최초 상장 전에 

주식 가치 Rp. 5천억 
미만인 경우 총 발행 
주식의 20 % 이상; 
또는 

 - 최초 상장 전에 주식 
가치 Rp. 5천억이상 
Rp. 2조 미만의 경우 
총 발행 주식의 15 % 
이상; 또는 

 - 최초 상장 전에 주식 
가치 Rp. 2조 이상인 
경우 총 발행 주식의 
10 % 이상 

1 억 5 천만 주 및 아래 
요구 사항 충족 :
 - 최초 상장 전에 주식 

가치 Rp. 5천억 미만인 
경우 총 발행 주식의 20 
% 이상; 또는 

 - 최초 상장 전에 주식 
가치 Rp. 5천억이상 
Rp. 2조 미만의 경우 총 
발행 주식의 15 % 이상; 
또는 

 - 최초 상장 전에 주식 
가치 Rp. 2조 이상인 
경우 총 발행 주식의 10 
% 이상 



43

PT Kustodian Sentral Efek Indonesia (KSEI) (예탁원)
KSEI는 IDX와의 계약에 따라 자카르타에 등록되어 중앙 관리 서비스 및 IDX 거래 
결제를 제공한다. 관리인 은행, 증권 회사 및 기타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JK) (금융감독원)
2013 년 1 월 1 일부터 OJK는 자본 시장, 보험 회사, 증권 회사 및 멀티파이낸스 
회사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또한 OJK는 2014 년 1 월 1 일, 은행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OJK는 은행, 자본 시장,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 기관 모두를 위한 “원 스톱”규제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OJK는 
금융 서비스 부문의 부패를 조사하고, 위약금을 관리하고, 조사를 수행하고, 기소를 
시작하며 라이센스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OJK는 또한 금융 서비스 업계의 소비자 
보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소비자 서비스 불만을 해결하고 소비자를 
대신하여 법적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JK는 재무부 및 인도네시아 은행과 같은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 년 말에 Bank Indonesia의 상업 및 Sharia 은행 감독 권한을OJK
로 이전한 이후 Bank Indonesia의 주요 임무는 통화 및 지불 시스템의 안정성을 
감독하는 것이다.

Bond Market (채권 시장)
인도네시아 채권 시장은 주로 정부 채권과 기업 채권으로 구성된다. 자산 기반 유가 
증권의 국내 발행은 특정 규제 체제에서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국가 정부는 루피아와 외화에서 단기, 중기 및 장기 만기와 다양한 채권을 발행했다. 
국가 정부 채권은 인도네시아 국채 (Surat Utang Negara)와 루피아 또는 외화로 
Sharia 원칙에 따라 발행 된 채권으로 주 샤리아 증권 (Surat Berharga Syariah Negara, 
일반적으로 SBSN이라고 함)으로 구성된다. SBSN는 sukuk ijarah 판매 및 리스백 
구조를 활용하여 발행되었다.

회사채는 주로 기존의 회사채, MTN (Medium Term Notes), Sukuk 및 전환 사채로 
구성된다. 또한 기업 발행사는 해외 특수 목적 단체를 통한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해 
국제 자본 시장을 정기적으로 탐색한다.

지방 채권 (지방 정부가 발행 한 채권)은 지역 자율 원칙에 따라 이행되고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을 촉진하기위한 것이다. 지방 채권은 1 년 이상의 
만기를 갖고 루피아로 표시되며 국내 자본 시장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제공된다. 지방 채권은 해당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지역 프로젝트를 담보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장되지 않는다.

Information Disclosure (정보 공개)
유가 증권 발행 및 / 또는 IDX 상장을 고려중인 공개 회사는 재무제표 및 기타 공개 
문서를 OJK에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 자본 시장 규제 기관인 OJK는 
연간 및 중간 재무제표와 자금 사용에 대한 분기 별 보고서를 포함하여 공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최소 표준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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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인도네시아 회계원 (Ikatan Akuntan Indonesia or IAI)이 수립한 
인도네시아 재무 회계 기준 (Pernyataan Standar Akuntansi Keuangan, PSAK)과 
인도네시아 자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회계 관행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연결 재무제표에는 모회사가 통제하는 모든 종속 회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배 
기업은 종속 기업을 통해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회사의 의결권의 
50 % 이상을 소유하거나 모회사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회사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계약으로 투표권의 50 %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 회사는 정관 또는 계약에 따라 재무 및 운영 정책을 지시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다;
• 회사는 회사 경영진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 할 권한이 있다; 또는
• 회사는 경영 회의에서 대부분의 의결권을 지시 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자회사는 연결에서 제외된다.
• 종속 기업의 주식은 가까운 장래에 처분 될 예정으로 인수되고 보유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또는
• 자회사는 심각한 장기적 제한을 받고있어 지주 회사로 자금을 이체하는 능력이 

크게 손상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각 공개회사는 영업일 기준 2 일 이내에 OJK에 공개 통지 및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공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필요한다.

• 합작 투자 회사의 합병, 주식 구매, 통합 또는 설립;
• 주식 분할 또는 배당금;
• 특별한 배당금 수입;
• 중요한 계약의 취득 또는 상실;
• 중요한 신제품 또는 혁신;
• 통제의 변화 또는 경영의 중대한 변화;
• 채무 증권의 구매 또는 상환 요청;
• 중요한 양의 유가 증권을 일반인 또는 개인에게 판매;
• 자재 자산의 구매 또는 판매로 인한 손실;
• 상대적으로 중요한 노동 분쟁;
• 회사 및 / 또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에 대한 중요한 소송;
• 다른 회사의 증권 구매 제안;
• 회사의 감사인 교체;
• 회사의 채무 의무의 수탁자의 교체; 또한
• 회사의 회계 연도 변경

Private Placement (사모)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모를 통해 증권을 판매하는 것은 회사와 특정 투자자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수행 될 수 있다. 거래가 대중 매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고, 100 명 이하의 당사자에게 제공되고 50 명 이하의 당사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국내 자본 시장 거래는 사모 거래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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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주 총회 승인을 받아 기존 주주의 사전 권리없이 자본 
증가를 통해 공개 회사의 사모를 수행할 수 있다.
• 2 년 안에 이러한 자본 증가는 회사의 납입 자본의 10 %를 초과하지 않다; 또는
• 자본 증가의 주요 목적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 인도네시아 은행 또는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회사의 납입 자본의 100 % 

이상의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사유로 정부 기관에 의한 구조 조정을 초래할 
은행.

 - 순 운전 자본금이 마이너스이고 주주 총회가 자본 증가를 승인할 당시 회사 
자산의 80 %를 초과하는 의무가 있는 비은행 회사; 또는

 - 회사가 채무 불이행 상태이거나 제3자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없으며, 해당 채권자가 주식 또는 전환채권으로 상환 받는것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선제적 권리없이 자본 증액을 집행하기 최소 5 일 (업무 일 기준) 전에 OJK
에 제안된 사적 모집을 통지해야 하며, 일반인에게도 공지해야 한다. 회사는 완료 
후 2 일 이내에 수량과 주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OJK와 일반 대중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Initial public offering (IPO) process (주식공개상장) (IPO) (프로세스)
인도네시아에서 주식공개상장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OJK에 등록 진술서 및 지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행인은 상기 문서에 공개된 정보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제출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제공 가격 및 등록 유효 날짜와 
같은 특정 정보는 제외). 등록 진술서를 제출 한 후, 발행인은 추가 정보를 제출하거나 
등록 진술을 수정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발행인은 OJK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인도네시아 
전국적으로 일간지 1 일 신문에 IPO에 대한 요약서를 발표해야 하며, 같은 날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관련 공표 증거를 OJK에 제공해야 한다.

발행인은 OJK의 서면 승인을 받아 예비 안내서 (도서 작성의 목적으로)를 사용하여 
제안을 수행 할 수도 있다.

등록 진술서의 효력
발행인의 등록 진술서는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 OJK가 공개 제안에 대한 등록 진술서와 관련된 모든 기준이 충족된 완전한 등록 
진술을 받은 후 45 일; 또는 

 - 최종 수정본이 OJK에 전달된 날짜, 또는 OJK의 요구 사항이 완료된 날짜 후 45 
일

• OJK의 진술에 따르면 추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등록 진술서가 효력을 발휘하면 발행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공개 또는 예비 구매자에게 등록 진술서의 일부인 필요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 SPRINT (“Sistem Perizinan Otoritas Jasa Keuangan”)를 통해 안내서 및 지원 서류를 

제출한다;
• 등록 진술서의 효력 발생 일 1 일 이내에 1 회 이상 전국 신문에서 요약 안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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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및 / 또는 추가가 있을 경우 발표하고, 그 후 2 근무일 이내에 OJK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한다.

공개 상장 기간, 주식배분 및 보고서

발행인은 등록 진술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2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IPO를 수행해야 
한다. 공모 기간은 근무일 기준 1 ~ 5 일 이내이며 공모 기간이 종료된 후 2 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주식을 할당해야 한다. 그 후, 그러한 주식의 배분은 할당 일로부터 1 
근무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증권인수업자 또는 발행인은 주식 배정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OJK에 공개 
상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증권인수업자 또는 발행인 (발행인이 
증권인수업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은 공개 상장에 대한 특정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공모 기간 종료 후 30 일 이내에 OJK에 접수 되어야 한다. 
제공된 주식이 IDX에 상장될 경우, 주식 배분 일 후 1 일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Rights Issue (신주 발행)
인도네시아의 공개 회사가 자본을 늘리려는 경우, 해당 공개 회사의 기존 주주는 
각각의 현재 지분 비율에 비례하여 새로 발행된 유가 증권의 일부를 취득할 선제적 
권리를 갖다.

공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총 주식 및 발행주식은 등록 진술서가 제출된 
날짜의 총 납입 자본금의 35 %를 초과할 수 없다.

신주 발행에는 기존 주주나 일반인이 구매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을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할 의무가 있는 대기 구매자가 포함된다. 대기 구매자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재무 이익과 대기 구매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회사) 또는 당좌 계좌 내역 (개인)을 제공해야 한다.

5. Banking and Lending (은행 및 대출)
Bank Indonesia는 인도네시아의 중앙 은행이다. Bank Indonesia에 관한 법률 (“
인도네시아 은행 법”) No. 23/1999에 따라 Bank Indonesia는 법률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정부 및 / 또는 기타 당사자의 간섭이 없는 독립 주 기관이다.

A. 통화 정책 결정 및 구현

화폐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맥락에서 Bank Indonesia는 다음을 수행 할 권한이 
있다.

1. 설정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고려하여 통화 목표를 설정한다.
2.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통화 관리를 수행한다:

• 루피아와 외화 모두에서 머니 마켓에 대한 공개 시장 운영;
• 할인율 설정;
• 최소 필수 적립금 결정; 또한
• 신용 또는 금융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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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활한 결제 시스템 규제 및 유지

Bank Indonesia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지불 시스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승인 및 라이센스 구현 및 제공한다;
2. 지불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3. 결제 수단의 사용을 결정한다.

C. 은행 규제 및 감독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Bank Indonesia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은행의 특정 
기관 및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라이센스를 결정, 규제, 부여 및 취소하고 은행 감독을 
수행하며 은행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14 년 1 월 1 일부터 OJK는 은행의 주요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인도네시아 은행을 대신하여 맡았다.

Single Presence Policy and Shareholding Restrictions (단일 존재 정책 및 지분 
제한)

인도네시아 은행업의 단일 존재에 관한 OJK 규정 No. 39 / POJK.03/2017(“POJK 
39/2017”)에 근거하여, 단일 존재는 당사자가 한 은행의 지배 주주 만 될 수 있는 
조건이다. POJK 39/2017에 따라 지배 주주는 다음과 같은 법인, 개인 및 / 또는 
비즈니스 그룹이다.

• 회사 또는 은행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 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보유한다; 
또는

• 회사 또는 은행에서 발행한 주식의 총수의 25 % 미만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인은 회사 또는 은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했음을 
입증 할 수 있다.

제 2 조 제 1 항 POJK 39/2017에 근거하여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각 당사자는 한 
은행의 지배 주주 만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규정은 다음과 같은 예외가 존재한다:

• 서로 다른 원칙, 즉 전통적인 원칙과 샤리아 원칙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두 개의 개별 은행의 지배 주주인 경우; 또한

• 두 개 은행의 지배주주이며, 그 중 하나는 조인트 벤처 은행이다.

해당 당사자가 다른 은행의 주식을 구매하여 둘 이상의 은행에서 지배 주주가 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POJK 39/2017의 2 조 1 항에 따른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다:

• 피지배 은행들의 합병 또는 통합
• 은행 부문에 지주 회사 설립; 또는
• (지주) 자회사의 모든 활동을 직접 통제하고 통합하기 위해 하나의 은행에 

지주회사의 역할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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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Bank Ownership에 관한 OJK Regulation No. 56 / POJK.03 / 2016 (POJK 
56/2016)에 따라 각 주주 범주에 대한 최대 은행 지분 소유량은 다음과 같다.

• 법인 및 비은행 금융 기관 및 비금융 기관의 형태의 주주는 은행 자본의 40 %;
• 법인의 비금융 기관 형태의 주주는 은행 자본의 30 %; 또한
• 개인 주주-20 %.

상기 최대 지분율은 중앙 정부 및 은행을 관리 및 / 또는 구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법인인 예비 지배 주주들은 다음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은행에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 금융 기관의 법인에 대한 본국의 감독 당국의 권고를 얻는다; 또는

최소한 다음의 투자등급을 획득한다; (i) 금융 기관 법인의 경우 최저 투자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 (ii) 비은행 금융 기관 법인은 최저 투자 등급보다 2단계 높은 수준; 
또한 (iii) 비금융 기관 법인은 최저 투자 등급보다 3단계 높은 수준.

Offshore Financial Obligations (해외 금융 의무)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차입 금융을 받는 인도네시아 기업에 
대한 몇 가지 보고 및 제출 의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무의 범위는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증서, 채권 및 금융리스가 보고 의무이며, 보증의 경우 
경우에 따라 보고대상이 될 것이다.

상기 요구 사항에는 회사의 연간 해외 차입 계획에 관한 Bank Indonesia에 대한 
보고 의무와 Bank Indonesia, 재무부 및 해외 상업 융자 팀 (Tim Pinjaman Komersial 
Luar Negeri 또는 PKLN 팀)에 대한 거래 별 보고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채무자는 거래별 보고서에서, 기본 거래 서류 사본을 포함한 후 대출의 실현 (즉, 도면 
및 상환)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 요건은 본질적으로 행정적이며 채무자에게 부과된다. 준수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

또한, 채무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법원이 기본 대출 계약을 무효화한 법원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러한 결정이 규정의 부적절한 적용으로 비난받았지만, 
대출 기관은 필수 보고서를 대출금을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제출하고 모든 정기 
보고서가(후속 조건 또는 일반 약정에 따라) 완료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추천된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BOT 또는 PPP로 구현되는 프로젝트 포함)에 대한 해외 
대출을 위해서는 PKLN 팀의 승인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이 승인은 주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 차용에 대해 요청된다. 승인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제안된 프로젝트 구조 및 다른 정부 이해 당사자와 관련된 조정 (관련 국유 기업 
포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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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xchange-Drawdown via Onshore Account (국내 계좌를 통한 외환 
인출)
2014 년 5 월 14일에 수출 절차에서 외국환 수령 및 외국 차입의 외환 인출에 관한 
인도네시아 은행 규정 No. 16 / 10 / PBI / 2014 및 2014 년 5 월 26일에 은행 간행물 
서신 No. 16 / 10 / DSta (각각의 경우, 때때로 개정됨)에 따르면, 채무자는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 대출의 외환을 인출하고 정보를 제출, Bank Indonesia에 해외 
차입에 대한 보고서 (국내 외환 거래를 통한 대출 인출 증거(예 : 입금 및 / 또는 SWIFT 
메시지 사본))를 제공해야한다.

해외 차입의 현금 인출은 국내 은행의 외환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 다음 달 15 일까지 Bank Indonesia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 요건의 적용을 받는 
해외 차입은 리파이낸싱 또는 채무 증권과 관련이 없는 비회전 대출 계약에서 
발생하는 차입이다. 인출된 차입금과 총 차입 약정 사이의 불일치는 채무자가 Bank 
Indonesia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채무자가 국내은행을 통해 해외 차입 외환을 인출하지 
않으면, 국내은행을 통해 외환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각 대출의 명목 가치의 0.25 
% (최대 Rp.50,000,00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증거 서류를 늦게 제출할 
경우 채무자에게는 지연 시간당 Rp50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무자가 해당 보고 
월말까지 국내 은행을 통한 해외 대출 인출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내은행을 통한 인출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음).

Limitations on Rupiah Transactions (루피아 거래에 대한 제한)
2005 년 6 월 14 일에 은행 인도네시아 규정 No. 7 / 14 / PBI / 2005에 따라, 루피아 
거래의 제한 및 은행에 의한 외환 신용 제공 (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은행은 
외국과의 특정 루피아 거래를 수행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루피아 거래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외국인과 
비외국인이 공동 소유한 국내 은행 계좌로의 루피아 이체가 포함된다. 대출이 
제공되고 외화로 상환될 경우이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Purchase of Foreign Currency (외화 구매)
2016 년 9 월 5 일의 Bank Indonesia 법률 No. 18 / 18 / PBI / 2016을 참조하면, 국내 
당사자와의 루피아를 통한 외환 거래와 관련하여, 최소 US$10 만 이상의 외화 구매 
또는 매월(특정 지불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구입하려면 화폐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사본을 거래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a. 기본 거래 문서 (해당되는 경우);
b. 외화 구매자의 신원과 세금 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문서; 또한
c. 인증 진술서: (1) 기본 거래 문서가 진실하고 정확하다; 또한 (2) 기본 문서를 

바탕으로 하여, 루피아로 구매한 외화 금액은 기본 문서의 관련 의무 금액을 
초과하지 않다.

외화 구매 요구와 관련된 요구 사항은 채무자가 외화 대출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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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rower’s Hedging Ratio, Liquidity Ratio and Credit Rating Requirement 
(채무자의 헤징 비율, 유동성 비율 및 신용 등급 요구 사항)
2014 년 12 월 29 일의 Bank Indonesia 규정 No. 16 / 21 / PBI / 2014은 비은행 법인의 
해외 차입관리에 신중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헤징 비율, 유동성 비율 
및 신용 등급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15 년 1 월 1 일에 발효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 차입을 받으려는 
비은행 회사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헤징 비율 20 % (2015 년 1 월 1 일 – 2015 년 12 월 31 일) 및 25 % 이상(2016 년 
1 월 1 일 이후);

b. 유동성 비율50 % (2015 년 1 월 1 일 – 2015 년 12 월 31 일) 및 70 % 이상 (2016 
년 1 월 1 일 이후); 과

c. 최소 “BB”의 신용 등급 (2016 년 1 월 1 일 이후에 서명된 대출).

위의 요구 사항은 거래 신용에 적용되지 않다. 또한 신용 평가 요건은 (1) 리파이낸싱 
또는 (2)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 파이낸싱 
기관으로부터의 해외 차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위험 회피율, 유동성 비율 및 신용 등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Oil and Gas & Coal and Mineral Mining (석유 및 가스 및 석탄 및 광업)

A. Oil and Gas (석유 및 가스)
인도네시아는 2004 년 후반에 순 정유수입국이 되었으며 2009 년 1 월 자발적으로 
OPEC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고 2016 년 1 월에 재활성화했으나 1990년대 이후 
석유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6 년 11 월에 다시 자발적으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심해 및 비전통적인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다운스트림 인프라 (정유 공장, 석유 화학 플랜트 및 파이프 라인) 
개발을 포함하여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석유 및 가스 활동은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 부문으로 
구분된다. 법은 탐사 및 채굴과 같은 업스트림 활동과 처리, 운송, 저장 및 거래와 
같은 다운 스트림 활동을 규정한다. 에너지 자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에너지 
부문 (BPMIGAS)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BPMIGAS는 업스트림 활동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이었으며 인도네시아 생산 공유 계약 (PSC) 정부 및 기타 유형의 
협력 계약을 대신하는 집행인이었다. 2012 년 11 월, 헌법 재판소 판결은 BPMIGAS
의 설립 및 권한과 관련된 2001 년 석유 및 가스법의 일부를 무효화했으며 BPMIGAS
의 해산을 요구했다. BPMIGAS 권한은 대통령 규정 No. 95/2012에 의해 에너지 
자원부로 이관되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자원부 장관의 감독하에 BPMIGAS의 
운영 및 직원을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활동 특별 태스크 포스 (Satuan Kerja Khusus 
Pelaksana Kegiatan Usaha Hulu Minyak dan Gas Bumi 또는 SKK Migas)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BPMIGAS의 모든 직원은 석유 및 가스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SKK Migas에 
배정되었다. 현재 BPHMIGAS는 다운 스트림 활동을 감독하는 규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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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al and Mineral Mining (석탄 및 광업)
인도네시아는 수년 동안 BHP Billiton, Freeport-McMoRan 및 Vale와 같은 회사의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석탄 기업인 Adaro 
Energy와 Bumi Resources를 비롯한 다수의 중소 규모 지역 기업이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광업 및 석탄에 관한 법률 No. 4/2009의 공표 (2009 채굴 법)에는 높은 규제 
불확실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발행된 직후, 국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열탄과 코크스 및 아시아의 산업 용량 및 공공 인프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2012 년에는 전반적인 상품 수요 감소로 상황이 
바뀌었다. 석탄 가격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많은 인도네시아 광산 업체가 생산 
목표를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Contracts of Work
2009 년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국제 투자자들이 주로 작업 계약 (Kontrak 
Karya) 또는 석탄 작업 계약 (Perjanjian Karya Pengusahaan Pertambangan Batubara)
으로 알려진 채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1967 년 
기본 광업법에 기초하여 투자자의 특정 광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체제와 
재정 체제를 제공하기위한 것이다. 다른 개발 도상국에서 발견된 전통적인 광업 
양해 계약의 일부 특성을 유지하는 “작업 계약” 시스템은 현재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새로운 광산 프로젝트는 라이센싱 시스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내 
투자자가 개발한 광산 프로젝트와 외국 투자자가 개발한 광산 프로젝트 모두에 
적용된다. 2009 년 이전에는 별도의 라이센스 시스템 (광업 허가 발행 (Kuasa 
Pertambangan 또는 KP))이 사용가능했지만 국내 광산 회사로 제한되었다. KP는 광업 
사업 라이센스로 전환이 요구됐다.

2009 채굴법에 따르면, 기존의 작업 계약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2010 년 1 
월까지의 조건은 2009 채굴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주 수입과 관련된 것 이외). 
현재 많은 작업 계약이 광업 사업 라이센스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관련 광업 회사와 
정부 사이에 몇몇 작업 계약이 아직 협상 중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작업 계약 조건과 2009 광업법 체제 사이의 논란의 차이는 광업 영역의 최대 크기가 
크게 감소하고 잠재적으로 더 엄격한 주식 투자 요구 사항 및 계약자 유지에 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Mining Business Licenses (광업 사업 라이선스)
주 보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상업용 광업은 광업 사업 면허 (Izin Usaha 
Pertambangan 또는 IUP)에 의해 허가되고 주 보호 지역에서의 광업은 특별 광업 
사업 면허 (IUP Khusus 또는 IUPK)로 허가된다. IUP의 발행 권한은 주식 자본의 
출처와 광업 지역의 위치에 따라 다fm다 (아래 표 참조). IUPK는 항상 정부를 
대신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장관이 발행한다.

비금속 광물 또는 암석에 대한 IUP는 신청을 통해 획득되며, 금속 광물 또는 석탄에 
대한 IUP는 제안 및 경쟁입찰 프로세스를 통해 획득된다.

민간 기업에 발급 된 모든 IUPK 라이센스는 제안 및 경쟁입찰을 통해 획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 기업과 지역 소유 기업에 해당 라이센스의 우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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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다.

법률에 따라 탐사 면허 소지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광업 사업 면허의 
연속으로 생산 라이센스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탐사 (IUP Eksplorasi) 또는 생산 
(IUP Produksi Operasi)에 대한 면허가 발급된다.

면허 보유자는 우선적으로 국내 인력,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광업 서비스 
제공 업체 (즉, 계약 업체)의 보유에 대한 특정 제한 사항도 있다. 또한 지역 사회를 
개발하고 자율권을 주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프로젝트 위치 / 자본 출처 면허 발행 기관

외국 자본금 *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장관

주 보호 구역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장관

여러 지방 (Provinces)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장관, 해당 
주지사, 군수(regent) 및 시장의 추천을 
받은 후

단일 주(Province), 복수 군 또는 시 / 국
내 자본금

해당 지역 군수 및 / 또는 시장으로부터 
추천을 얻은 후 해당 주지사

단일 군 또는 시 / 국내 자본금 해당 지역 군수 또는 시장.

해안선에서 12 마일 초과의 해상 
프로젝트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장관

복수의 군 또는 시의 해상 프로젝트/ 
국내 자본금

해당 주지사

해안선에서 4이상 12 마일 미만의 해상 
프로젝트/ 국내 자본금

해당 주지사

단일 군 또는 시 /해안선에서 4 마일 
미만의 해상 프로젝트/ 국내 자본금

해당 지역 군수 또는 시장.

* 정부 규정 번호 24/2012 이전에는, 해당 지역 또는 주지사가 외국 자본금을 가진 신청자에 대한IUP 라이센스 권한을 보유했다.

IUP 소지자는 (광산의 운영 기간에 따라) 광산 폐쇄 보증을 제공해야하며 연간 확정 
채굴료 및 로열티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비과세 주 수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투자 계획, 교정 계획, 채굴 활동 계획, 연간 작업 계획 및 예산 및 기타 
다양한 정기 보고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 및 주기 보고서를 해당 규제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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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ing a Mining Company (광업 회사 인수)
해당 당사자가 제휴사가 아닌 한 광업 사업 면허는 다른 당사자에게 직접 양도 할 
수 없다 (즉, 지분의 51 % 이상은 양도인이 소유함). 또한, 정부의 승인에 따라 국유 
기업은 생산을 위해 채굴 지역의 일부를 계열사로 이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양도인이 지분의 51 %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 보유자 
인수를 통한 광업 사업 면허의 간접 취득이 관행이 되었다. 이러한 라이선스 간접 
이전은2009 광업법에 따라 탐사 완료 후 해당 규제 기관에 통지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간접 취득을 완료하는 과정에 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실무에 
따르면 다음이 필요한다:

• 해당 채굴 회사가 보유한 IUP를 발행 한 정부 당국의 투자 승인을 위한 추천서; 
또한

• 투자와 관련하여 에너지 및 광물 자원부 장관 (또는 장관을 대신하여 사무국 장)
의 허가서.

또한 대상 회사가 PMDN (현지 소유) 회사이고 인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는 
PMA (외국 자본 투자) 회사로 전환하기위한 요구 사항을 완료해야 한다.

Divestment Requirements (지분 매각 요건)
외국 자본 투자 회사가 생산 시작부터 5년후 강제적인 지분 매각의 대상이 되는 광업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국 당사자는 이래와 같이 해당 회사의 지분의 
일정 비율을 소유하게 된다.

• 생산 6 년차: 20 %
• 생산 7 년차: 30 %
• 생산 8 년차 : 37 %
• 생산 9 년차 : 44 %
• 생산 10 년차 : 51 %

매각된 지분은 국가 정부, 지방 정부, 군 /시 정부 또는 국유 및 지역 소유 기업에 인수 
제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이 그러한 지분을 인수할 의향이 없을 경우, 입찰을 
통해 인도네시아 개인 사업체에 제안될 수 있다. 작업 계약에는 지분매각 요건이 
포함될 수도 있다.

7.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 재산권
인도네시아는 1980 년대 후반부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입법 개혁을 수행했다. 이 개혁 과정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법률 No. 7/1994에 따라, TRIP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를 비준한 이후 가속화되었다.

인도네시아가 속한 다양한 협약과 조약을 이행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의 국제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이 공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입법에도 
불구하고, 특히 불법 복제 및 상표 위조와 같은 지적 재산권 침해는 여전히 흔하며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미국 무역 대표 “감시 목록”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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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eaties (국제 조약)
1979 년 이래로 인도네시아는 파리 지적 재산권 보호 협약 및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설립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1997 년에 인도네시아는 특허 협력 조약,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상표법 조약 및 WIPO 저작권 조약에 가입했으며 2005 
년 WIPO 공연 및 음반 조약에 서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다양한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

Trademarks (상표권)
법률 No.20 / 2016 (상표법)에 따라 상표는 식별 할 수 있는 표시이며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사용된다.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을 승인 받기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언어로 전자 또는 
비전자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승인된 신청서는 공식 상표 보고서 
(또는 적절한 대체 문서)에 게시되어야 한다. 승인된 상표는 10 년 동안 유효하며 
연장가능하다. 또한 상표권은 지정될 수도 있다. 

Copyright (저작권)
법률 No.28 / 2014 (저작권법)에 따라 저자의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과학, 예술 
또는 문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보여 주어야한다. 저작권이 확보되면 저작자, 저작권 
보유자 또는 기타 저작권의 수혜자는 저작물을 출판 또는 복제하거나 제 3자가 이를 
수행 할 수 있게 허가하는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저작권법은 또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고 
저작물과 관련된 이름과 저작물 제목을 변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로 
구성된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재생산하거나 방송하는 제 3 자와 관련된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한다.

MOLHR은 일반 작업등록부를 통해 저작권 등록을 감독하고 그러한 등록에 대한 
공식 발표를 제공한다. 저작권을 생성하기 위해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반 
작업 등록부에 등록되고 MOLHR이 공식적으로 명명한 이름은 저작물의 저자인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책 및 기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 저작권은 저자의 생애 및 사망 후 70 년 동안 

유효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 영화 촬영 작품, 사진 작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및 라이센스가 부여된 에이전트 및 음원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저작권은 50 
년간 유효하며, 방송 기관의 저작인접권은 25 년간 유효하며, 저작인격권은 
무기한으로 보호된다.

Patents (특허)
법률 No.13 / 2016 (특허법)에 따라 특허는 발명적인 측면을 포함해야 하며 산업 
응용이 가능해야 한다. 
장비 또는 제품 (화학 화합물 및 미생물 포함) 및 공정 (비 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공정을 포함하여 제품이 제조되는 경우)에 대한 특허를 얻을 수 있으며 특정 유형의 
발명에 대해 간단한 특허를 얻을 수 있다. 다음에 대한 특허는 얻을 수 없다. 
• 공공 질서, 도덕성 및 기존 법률 및 규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명;
• 수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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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및 수학적 방법;
• 식물 및 동물 (미생물 이외); 또는
• 식물 및 동물 생산을 위한 필수 생물학적 과정 (비 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과정 

이외)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에 의해 특허가 부여된 경우, 특허 일반 
등록부에 기록되고 공식 특허 공보에 발표된다.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20 년 
동안 유효하며 간단한 특허는 10 년 동안 유효한다. 모든 특허는 연장되지 않는다.

특허 보유자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다. 
라이센스 계약은 특허 공보에 등록하고 발표해야 한다.

Trade Secrets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은 법률 No. 30/2000 (무역 비밀 법)에 따라 영업 활동에 악용될 수 
있고 소유자가 비밀로 유지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또는 비즈니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 영업 비밀에는 생산 방법, 처리 방법, 
판매 방법 및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정보 / 무역 비밀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한 영업 비밀은 무기한으로 보호된다.

영업 비밀 보유자는 해당 영업 비밀을 사용하고 제 3자가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용할 단독 권한을 갖는다. 영업 비밀 및 그 양도는 MOLHR 지적 재산권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은 행정 데이터에만 해당되며 영업 비밀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 법에 규정된 대로 영업 비밀의 소유권 변경도 영업 비밀 
공보에 공고된다. 영업 비밀에 대한 권리는 상속, 부여, 유언장 또는 유언, 서면 계약 
또는 법으로 허용되는 기타 절차를 통해 양도될 수 있다.

Industrial Designs (산업 디자인)
법률 No. 31/2000 (Industrial Designs Law)에 따라 산업 디자인은 제품, 소비자 상품 
또는 산업 상품으로 사용되는 2 차원 또는 3 차원 형태를 만들기 위해 선, 색상 또는 
형태의 구성 또는 구성에 관한 형태의 생성을 의미한다. 

산업 디자인 권한은 산업 디자인 공보에 등록 및 발표된다. 산업 디자인을 
사용하려는 제3자는 산업 디자인 권리 보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 
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 년이다.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 재산권의 집행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는 위조 또는 기타 침해의 경우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 구제에는 금지 명령, 손해배상 및 합법적인 지적 재산권 
소유자에게 물품을 양도하라는 법원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금고 및 벌금에 대한 형사 제재도 부과된다.

8. Dispute Resolution (분쟁 해결)
독립 이후 수많은 법적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인도네시아의 사법 체계의 기본은 
여전히 네덜란드 식민지법과 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법원 시스템의 신뢰성, 효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은 법원에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결정과 효과적인 집행을 확보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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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로 이러한 우려의 결과로 당사자들은 국제 중재 
(인도네시아 또는 해외에 소재) 또는 다른 유형의 대체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한다.

Civil Proceedings (민사 소송)
인도네시아에서 민사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원고는 관할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분쟁 당사자는 먼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중재가 실패하면 판사는 재판 날짜를 정한다.인도네시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Bahasa Indonesia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문서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허가된 공인 번역사가 준비한 Bahasa Indonesia 로의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에서 당사자 대리는 인도네시아 변호사 협회가 발행한 
면허를 소지한 인도네시아 변호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 (이는 당사자가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계약에 중재 조항을 포함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새로운 법정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모든 소송은 다시 개시 되어야 한다. 
다만, 해외 판결은 인도네시아에서 소송이 다시 개시 되었을 때 근거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2014 년 3 월 13 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은 일반법원, 종교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등4 개의 사법부의 1심 및 항소심관련 대법원장 서한 No. 2/2014 를 발행했다. 이 
서한은 시간상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판결하기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사법 서비스 표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 No. 026 / KMA / SK / II / 2012에 명시된 최대 
법원 소송 기간에 대한 이전 조항을 대체한다.

KEPMA (대법원 판결)는 최장 재판기간, 법원 비용, 구제수단, 고소, 집단 소송 및 
집행과 같은 일련의 법원 업무 표준을 규정하는 실정법을 구성하며, 이는 법률 No.48 
/ 2009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모든 사법기관이 준수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장 서한은 최장 재판 기간과 같이 KEPMA가 이전에 통제했던 특정 주제를 
다루는 지침이다.

재판 진행 기간은 재판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는 판사가 실무 규칙에 따라KEPMA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측 불가한 상황이란 추가 증거 또는 
재판 소환 증인 수, 판사의 변경 등 다양하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SEMA No.2 / 2014는 판사에게 KEPMA No. 
26/2012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사법 
분야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법원의 혁신 중 하나다. 그러나 
SEMA No. 2/2014는 최대 법원 소송 기간이 별도로 규제되는 다음 유형의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노사 관계 (인력 관련) 분쟁- 첫 재판 시점부터 50 일. 소송 접수일로부터 30 일이 
소요되는 파기 단계는 기간 산정에서 제외;

2. 파산 절차-파산 청원서 등록일로부터 60 일. 소송 접수일로부터 30 일이 소요되는 
파기 단계는 기간 산정에서 제외;

3. 조세 소송-소송 접수 후 6 개월. 소송 접수 후 각각 최대12 개월 또는 최대 6 
개월이 필요한 항소 및 검토 단계는 기간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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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 탄압 소송-법무 부서에서 사건을 이양한 날로부터 180 일;
5. 해상 범죄 소송-검찰이 사건을 이양한 날로부터 30 일; 또한
6. 형사 부패 소송-검찰이 사건을 이양한 날로부터 120 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각각 사건을 접수 한 날로부터 60 일과 120 일이 소요되는 항소 및 파기 단계를 
제외

New Dispute Management System (새로운 분쟁 관리 시스템)
KEPMA No. 26/2012에 따라 새로운 전자 기반 분쟁 등록이 도입되어 우편 서비스 
또는 직접 등록을 통해 이전의 매뉴얼을 대체하여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사법 시스템이 채택한 단순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정의되는 원칙과 일치한다.

Arbitration (중재)
외국 투자자는 중재 절차 또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의 형태일 수 있는 법정 
밖에서의 화해 를 통해 상업 및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999 년 중재에 관한 
법률 (법률 30/1999)이 도입된 이후 인도네시아의 중재제도는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00 년에 인도네시아 국가 중재 기구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또는 
“BANI”) 규정의 재검토가 있었다. 이 수정된 시스템은 UNCITRAL 모델의 원칙에서 
많은 부분을 도출하였다. 새로운 BANI 규정에 따라 지방 법원은 유효한 중재 조항이 
있는 분쟁에 대해 더 이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종종 인도네시아의 부패와 인도네시아 법원과 국내 
중재 기관의 상대적 경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 중재 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런 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전반적이긴 
하지만 외국 기업이 직원과의 분쟁이나 행정적 처벌과 관련된 소송에 직면할 경우 
인도네시아 소송 절차에 관여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해외 중재판정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 (New York 
Convention) 및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협약의 파트너이다.

그러나 과거 인도네시아 법원이 실제로 외국 중재 판결을 시행한 방식에 있어 일부 
불일치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의 자산에 대해 
외국 중재 판정을 집행 할 수 있어야 한다.

• 국제 중재 판정이 국제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조약에 인도네시아가 
속한 국가(예 : 뉴욕 협약)에서 발행된다.

• 판정이 인도네시아 공공 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 중재 사안이 ‘상법’의 범위 내에 있거나 ‘법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이 완전히 

통제하는 권리’에 관한 것임; 또한
• 자카르타 중앙 지방 법원에 집행명령 (실행자)이 접수됨.

9. Land Environment and Related Matters (토지 및 관련 사항)
인도네시아 토지법 (법률 No. 5/1960) 또는 BAL은 인니 토지법의 기본 토대가 된다. 
BAL은 인니 1945 년 헌법에 따라 모든 토지와 자원은 인도네시아 국민에 의해 
소유되고 선출된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토지와 자원을 활용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이행한다. 토지소유와 관련 여러 유형의 토지소유권이 있으며 이는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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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허용 및 소유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BAL 및 관련 법률은 등기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된 토지 및 권리가 
등록되도록 한다. 이 등기제도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많은 토지는 
아직 미등록 상태이다. 미등기 토지는 종종 관습적인 토지 권리 및 기타 미등록 권리 
및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Type of Land Titles (토지 소유권의 종류)
BAL 하에서는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유형의 토지권이 중요히다:
• 소유권 (Hak Milik) : 자유 소유권과 유사하다. 인도네시아 시민권자만 보유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다.
• 건축권 (Hak Guna Bangunan) : 보유자가 토지에 건물을 건축 및 소유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와 인도네시아 회사 (PMA 회사 포함) 만 
이용할 수 있다. 30 년이지만 20 년 추가 연장 될 수 있다.

• 사업권 (Hak Guna Usaha) : 정부 소유의 토지에 발행; 이 권리는 농장 활동을 
허용한다; 인도네시아 시민권자 및 인도네시아 회사 (PMA 회사 포함)에서 이용 
가능; 35 년이지만 25 년 추가 연장 될 수 있다.

• 이용권 (Hak Pakai) : 제 3자가 소유 한 토지를 사용할 권리; 인도네시아 시민권자, 
인도네시아 기업, 외국 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25 년이지만 20 년 추가 연장 될 수 
있다.

Land Acquisition (토지 취득)
특정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회사는 토지의 소유권, 토지를 판매할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지 및 해당 토지와 관련된 필요한 라이센스의 취득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

장소허가
목표 토지를 획득하기 위해 PMA 회사는 OSS 기관에서 발급한 장소허가 (Izin Lokasi)
를 취득해야 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는 토지가 위치한 군 또는 
시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등록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평가
국토청 (Badan Pertanahan Nasional 또는 “BPN”)은 인도네시아의 토지 등록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다. BPN은 중앙 토지 기관과 지역 토지 기관으로 구성된다.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려면, 신청자는 원본 소유권 증명서를 지참하여 관련 
BPN 사무소를 방문하여한다. 각 지역 토지 대행사는 모든 등록된 토지의 기록을 
아카이브에 보유하고 있다. BPN 사무소는 원본 소유권 증명서를 아카이브의 정보와 
비교하여 확인한다. BPN 사무소는 경계, 토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지역의 측정을 포함하여 해당 등록 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소유권 양도
제안된 토지에 Hak Milik과 같은 외국 회사가 소유할 수 없는 권리가 적용되는 경우, 
토지는 소유권의 양도를 통해 제안된 구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이 경우 
소유자는 정해진 가격을 대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공개한다. 그 후, 구매자는 
토지에 대해 발행 된 적절한 새 타이틀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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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프라 소유권의 강제 양도
법률 No.2 / 2012에 따라 토지 권리 보유자는 공공 인프라 개발을 위한 법원 명령에 
따라 토지 권리를 양도해야 할 수 있다. 이 법은 토지 취득 계획 문서 준비부터 
시작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반대 의견을 평가하고 고려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관련 지방 정부에게 제출하여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신규 토지 입법을 도입하기 전에는, 이전 규정은 제안된 프로젝트를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자발적 양도가 허용되었으며, 그러한 토지 소유권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었다.

공익을 위한 토지의 조달에 관한 대통령 규정 제 71/2012 호는 공익을 위한 토지의 
조달에 관한 법률 제 2/2012를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후에 대통령 규정 제 
148/2015 호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토지 취득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미등록 토지에 대한 소유권 평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평가하려면 해당 토지에 적용할 수 있는 미등록 
토지권을 식별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물리적 검사와 촌장, 지역 책임자, 군수 및 
시장과의 회의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에는 토지세 납부 (girik) 및 마을 기록과 
같은 토지권에 대한 모든 문서 증거의 검토가 포함된다. 마을은 토지에 대한 집단적 
권리 (Tanah Bengkok 또는 Tanah Wakaf라 고도 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nvironmental Law 환경법
인도네시아의 환경법은 AMDAL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로 알려진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환경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요구한다. 
AMDAL은 환경 영향분석 (Analisis Dampak Lingkungan, AMDAL), 환경 관리 계획 
및 환경 모니터링 계획 (Rencana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dan Rencana 
Pemantauan Lingkungan Hidup 또는 “RKL / RPL”)으로 구성된다. AMDAL은 다음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 단일 AMDAL (AMDAL tunggal) : 하나의 규제 기관 (예 : 한 부문에있는 비즈니스 
활동)의 관할하에 있는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된다.

• 통합 AMDAL (AMDAL terpadu) : 여러 규제 기관이 관할하는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된다.

• 지역 AMDAL (AMDAL kawasan) : 특정 지역 (예 : 산업 단지)과 관련이 있다.

AMDAL은 해당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안된 비즈니스 활동의 위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절한 권한이 결정된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 활동은 
본질적으로 전략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AMDAL은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및 지열 발전소;
• 석유 및 가스 개발, 정유 공장, 석유 화학 산업 활동;
• 우라늄 채굴;
• 항공기 산업, 선박 산업, 무기 산업, 폭발물 산업, 철강 산업, 중장비 산업, 통신 

산업; 과
• 댐, 공항 및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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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특별한 경우 AMDAL 준비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 사업장이 이미 지역 AMDAL을 보유한 지역 내에 있다;
• 사업체는 상세한 공간 레이아웃 계획 또는 전략적 공간 레이아웃 계획을 갖고 

있는 군 또는 시에 위치한다; 또는
• 비즈니스는 자연 재해에 대한 비상 대응을 제공 할 것이다.

환경산림부 장관은 AMDAL이 필요한 사업 활동 범주를 설정했다. AMDAL이 
필요하지 않은 비즈니스 활동에는 UKL / UPL로 알려진 환경 관리 노력 및 환경 
모니터링 노력에 대한 문서 또는 SPPL로 알려진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서신의 전달이 필요할 수 있다.

환경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No. 32/2009는 사업 허가 및 / 또는 활동 허가 발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신청자가 AMDAL 또는 UKL / UPL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해당 AMDAL 또는 UKL / UPL에 따라 요구되고 식별된 모든 
관련 환경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유해 폐기물의 취급, 보관 및 
운송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관련 환경 라이센스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라이센스는 
집합적으로 환경 허가 (Izin Lingkungan)에 통합된다. (AMDAL 또는 UKL / UPL을 준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체는 환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방 정부에 정기적으로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폐쇄 허가”(Hinder Ordonnantie 
또는 Izin Gangguan이라고 함)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다.

10. Other Business-Related Laws (기타 비즈니스 관련 법률)

Currency Law (통화법)
루피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인도네시아내 외화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금융 거래에 있어 루피아를 사용해야 할 의무는 
인도네시아 법률 No. 7/2011 (통화 법)이 시행된 이래 시행되어 오고 있다. 통화법은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루피아가 지불 거래, 기타 금전적 의무의 해결 및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금융 거래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화법은 또한 루피아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관련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러한 지불을 하거나 외화를 사용하여 부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루피아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 주 예산 구현을 위한 특정 거래;
• 해외로부터의 보조금 또는 해외에서 받은 보조금을 받거나 수락하는 것;
• 국제 무역 거래;
• 외국 통화로 표시된 은행 예금; 또한
• 국제 금융 거래.

화폐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전적 처벌 (최대 RP. 200,000,000) 및 최대 1 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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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rruption Laws (부정부패 방지법)
타 사법권내에서 반부패 법률이 적용되는 법인 및 개인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이 
타 사법권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97 년 미국 부패 방지법인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는 미국시민, 미국증권거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적자 및 거주자 대상 증권 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유가 증권(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미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FCPA는 사업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대 외국정부 공무원 대상 뇌물 공여를 금지한다. 
FCPA 외에도 회사는 OECD 뇌물 방지 협약, 영국 뇌물 방지법 및 이와 유사한 인니 
반부정부패 법률 준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인도네시아는 
다수의 법률 및 제도를 개혁했다. 부패 방지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부패방지위원회 (Komisi Pemberantasan Korupsi 또는“KPK”) : 2002 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부패 방지 감독 기관이다. KPK의 임무 중에는 정부 공무원의 연간 자산 
신고 수집이 있다.

• 국립 옴부즈맨위원회 (Komisi Ombudsman Nasional) : 2000 년에 설립되어 
보고서를 받고 공공 부문의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권한이 있다. 

• 감사원(Badan Pemeriksa Keuangan 또는“BPK”) : 다양한 정부 기관의 관리 
및 부채를 조사 할 권한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정부기관이다. 1945 년 헌법에 
근거하여, BPK는 독립기구이며, 감사관은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임명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BPK 조사 결과는 국회에 보고된다.

• 인도네시아 금융정보 분석원 (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 
또는“PPATK”) : PPATK는 2003 년 인도네시아에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PPATK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현금 거래 보고서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사법기관에 배포한다.

Repatriation of Capital (자본 송환)
인도네시아의 투자법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의 송환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외화를 송금 할 수 있다.

• 자본;
• 이익, 은행이자, 배당금 및 기타 수입;
•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및 지원 자재, 중간 제품 또는 최종 제품 구매 및 

자본재 상환에 필요한 자금;
• 투자 자금 조달에 필요한 추가 자금;
• 대출 상환 자금;
• 로열티 또는 이자의 지불;
• 투자 회사에서 일하는 외국 개인의 소득;
• 투자 매각 또는 청산의 수익;
• 손실에 대한 보상;
• 인수에 대한 보상;
• 기술 지원을 위한 지불, 기술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지불,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지불 및 지적 재산권 지불; 과
• 자산 판매 수익.

인도네시아 은행과 같은 정부 당국은 자본 송환에 대한 특정 보고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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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Formation under the Civil Code (민법에 따른 계약 형성)
인도네시아 민법에 따라 유효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 체결의 법적 능력, 
특정 대상 및 합법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앞의 두 조건은 계약의 주체에 관한 
사항이며 뒤의 두 조건은 계약 대상에 대한 사항이다.

당사자가 계약 대상의 조건(특정 대상 및 합법적 사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하다. 이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계약주체의 조건(합의 
및 계약역량)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최소가능 계약이 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Notarial Deeds (공증)
인도네시아 법은 특정 문서의 경우 공증인의 공증서, 토지의 경우 토지증서만이 
효력을 갖도록 인정하고 있다. 공증 증서는 계약 당사자의 승인에 따라 인가된 
인도네시아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이다. 공증서는 공증인이 제공하는 서명의 확인, 
문서 등기 또는 ‘사본인증’ 등이며 일반 문서와는 구분된다.

계약 당사자들 (또는 공식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공증인 
앞에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공증인에게 공증 완료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을 승인하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정관 또는 당사자 (회사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의 등기 문서 및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부승인 증빙이 포함될 수 있다. 인니 법정 소송에 있어 공증 문서에 
대한 진실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

토지문서는 PPAT (Pejabat Pembuat Akta Tanah 또는 토지 등기인)가 토지문서를 
작성하고 실행해야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증증서와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Competition Law (독점규제법)
인도네시아의 사업 경쟁(독점금지법)은 주로 KPPU가 관리하는 독점규제법 의해 
규제된다. 독점규제법은 특정 유형의 계약 및 활동 (예 : 카르텔 형성, 가격 담합 등) 및 
지배적 지위 남용 (예 : 독점력)을 금지한다. KPPU는 잠재적인 불법 활동 조사, 행정 
집행 조치의 시작 및 인수 합병에 대한 보고 제도의 관리를 포함하여 독점규제법을 
감독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다. KPPU는 Rp10 억~Rp250 억의 금전적 벌금 부과 및/
또는 사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Language (언어)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는 1945 년 헌법에 근거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가언어이다.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은 국기, 언어, 국가 기호 및 국가에 관한 법률 
No. 24/2009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 No. 24/2009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민간기업 또는 인도네시아 
국가기관 또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관련된 양해각서 또는 계약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야한다.

2019 년 9 월 30 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어 사용에 관한 대통령(규정번호 
63/2019)을 발표했다 (“PR 63/2019”). PR 63/2019는 국기, 언어, 엠블럼 및 국가(國歌)
에 관한 법률 No. 24/2009의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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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63/2019 제 26 조는 국가 기관,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민간기업 또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관련된 양해각서 및 계약서는 인니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은 영어 또는 해당 계약 당사자 
국가의 언어로 작성될 수 있는데 이 외국어 계약은 인도네시아어 버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등한 번역의 내용으로 활용된다 .

그러나 이 규정은 당사자들이 계약의 인도네시아어 및 외국어 버전을 동시에 
실행하도록 명시하지 않으며,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계약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것인지도 명시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먼저 외국어 버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어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합의된 특정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어 버전의 계약을 
추후 체결하기로 동의 할 수 있다. 물론 관련 부문별 규정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외국어 및 인도네시아어 버전을 동시에 실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에 다음 언어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권고된다.

당사자들은국기, 언어, 엠블럼 및 국가(國歌)에 관한 법률 No. 24/2009 및 시행 규정 
(즉, 인도네시아 언어 사용에 관한 2019 년 대통령 규정 No. 63)에 따라 외국어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하며 외국어 버전이 실행된 후, 당사자는 본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계약의 인도네시아어 버전을 체결한다. 해당 인도네시아어 
버전은 본 외국어 버전의 일부이며 영어 버젼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텍스트 사이에 불일치 또는 다른 해석이 있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외국어 버전이 우선한다. 그리고 관련 인도네시아어 문구는 해당 외국어와 
일치하도록 수정된다.

PR 63/2019에 언급된 필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별 규정에 다른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 부문에서 건설 서비스에 관한 법률 No. 2/2017
의 제 50 조는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외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중 언어로 작성 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르면,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어가 우선이 된다.

또한 PR 63/2019의 28 조는 인도네시아어가 정부 및 민간 업무 환경 내에서 의사소통 
언어 (언어 및 서면)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식 의사소통에는 검증, 
상담, 협상, 서신, 회의, 토론 및 기타 공식 의사소통이 포함 된다.

부문별 규정에서 달리 규제되지 않는 한, PR 63/2019는 인도네시아어 사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과 될 수 있는 해당 제재에 대해 언급하지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인도네시아 법원이 상기 협정에 인도네시아어가 없기 때문에 협정이 무효로 
간주한 경우가 최소 1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Governing Law (준거법)
분쟁 당사자가 외국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당사자 또는 해당 거래와 
선택된 법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경우, 법의 결정이 공공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 법원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거부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법원 시스템이 외국법의 지배를 받는 분쟁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 가능한 설명이다.



64

D. Taxation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1. Tax incentives (조세 인센티브)
Tax Holiday Facility
선도 산업에 새로 투자하는 납세자는 법인세 (CIT)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선도 산업이라 함은 국가의 거시경제 차원에서 큰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타 산업과의 광범위한 연계성이 있거나 높은 부가가치 및 외부효과를 
보유하거나, 신기술을 소개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Tax Holiday 혜택은 다음의 선도 산업에 적용된다.
1. 업스트림 금속산업 
2. 석유 및 천연 가스 정제산업 
3. 석유, 천연 가스 및 석탄 기반의 석유 화학 산업, 
4.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유기화학 산업 
5. 무기(inorganic)화학 산업 
6. 의약 원자재 산업 
7. 발광, 전기 의료, 전기 치료기 제조업;
8. 반도체 웨이퍼, LCD 용 백라이트, 전자 드라이버 또는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 및 

텔레매틱스 장비 제조 산업;
9. 기계 및 주요 구성 요소 제조 산업;
10. 제조 기계 제조 산업을 지원하는 로봇 부품 제조 산업;
11. 전기 발전 기계 부품 제조 산업;
12. 자동차 및 주요 부품 제조업;
13. 선박 주요 부품 제조업;
14. 항공기 주요 부품 제조업;
15. 철도 주요 부품 제조업;
16. 농업, 농장 또는 임업 제품으로 생산 된 제지 펄프 산업;
17. 경제 인프라; 그리고 / 또는
18. 데이터 처리, 호스팅, 관련 활동을 다루는 디지털 경제

위의 세금 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생산 유형은 BKPM 규정에 의해 
추가로 규제된다.

본 Tax Holiday 특례는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소 투자액 1천 억 루피아 (5천억 루피아 미만)에 대한 CIT 부담이5년 동안 50 

% 감면된다. 또한, 최초 세금 공제 기간이 끝난 후 2 년 동안 CIT 부담의 25 %가 
추가로 감면된다.

• 최소 투자액 Rp 5 천억 이상에 대한 CIT 부담이 5 ~ 20 년 동안 100 % 감면된다. 
또한, 최초 세금 공제 기간 종료 후 2 년 동안 CIT 부담의 추가 50 % 감면이 
허용된다.

• Tax Holiday 특례는 상업 운영이 시작된 해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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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Holiday신청을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납세자는 신규 투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거나 투자 등록증 발급 후 1 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서는 OS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투자인 경우, OSS 
시스템은 납세자가 Tax Holiday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납세자에게 알린다.
Tax Holiday 특례는 승인 받은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다른 소득들 (자본이득, 
이자수익,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임대수익, 채무면제이익, 재평가 이익, 기타 수익) 은 
여전히 관련 세법에 의거 과세대상이다. 두 가지 모든 형태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각 형태별 장부를 별도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둘 중 한가지의 특례만 적용 받을 수 있다. (Tax Allowance 혹은 Tax 
Holiday)

Tax Allowance Facility (법인세 우대-투자 인센티브)
특정산업 혹은 특정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회사는 다음의 법인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유형고정자산(토지 포함)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6년간 매년 5%씩 소득공제;
• 유무형자산의 가속상각 허용
•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가능기간이 10년으로 연장
• 관련 조세조약에서 더 낮은 세율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인 

주주에 대한 배당 시 10%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법인세 우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자가치를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지향적,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혹은 풍부한 로컬 컨텐츠 등의 정성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인세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산업 부문은 관련 재무부 장관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특정 유형의 산업 및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필요성을 수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Super Deduction (대규모 세제감면)
2019 년에 정부는 노동 집약적 산업과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지출을 위한 대규모 세제감면을 도입했다.

이 새로운 특례는 3 가지 사업 활동에서 받을 수 있다.

1.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새로운 자본 투자 또는 사업 확장 (60 % 세금 공제 대상);
2. 인적 자원 개발의 견습, 인턴쉽 및 / 또는 학습 프로그램 (총 지출의 최대 200 % 

공제 대상); 또한
3. 연구 개발 관련 활동 (총 지출의 최대 300 % 공제 대상).

견습, 인턴쉽 및 / 또는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지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훈련 시설 및 관련 운영 비용의 형태로 물리적 시설공급;
• 강사 또는 트레이너 비용;
• 상품 및 / 또는 원재료 비용;
•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상; 그리고 / 또는
• 참가자의 역량 인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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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conomic Zone (Kawasan Ekonomi Khusus or “KEK”)
KEK에서 영업을 하는 납세자는 특정 CIT, VAT 및 수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EK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납세자는 투자 가치에 따라 상업 운영 연도부터 
시작하여 10 년에서 25 년 동안 CIT 의무를 20 %에서 100 %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위의 CIT 감면 혜택을 얻지 못한 납세자는 법인세 우대 혜택 (위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을 얻을 수도 있다.

CIT 감면 외에도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및 수입세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 특정 상품의 수입 또는 국내 구매에 대한 VAT 및 LGST 비징수;
• KEK 납세자 간에 특정 상품의 배송에 대한 VAT 및 LGST 비징수;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특정 과세 대상 상품 / 서비스 및 특정 전략 상품의 수입 

또는 배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이연 관세;
• 소비세 대상이 아닌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세 

면제; 
• 수입세 비징수.

KEK의 납세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보하려면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Bonded Storage (보세 장치장)
보세 장치장은 요건들이 충족되고 특별한 목적으로 물건을 보관하고 관세혜택을 
얻는 건물, 현장 또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보세 장치장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a.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
보세 창고는 수입 물품을 보관하는 보세 장치장이지만 물건의 포장/재포장, 분류, 
조립, 패킹, 조정 또는 재단 등의 활동이 부가될 수도 있다. 보세 창고 사업자가 
보세 창고에 유입하는 수입품은 수입세 연기, 소비세 면제, 및/또는 수입세(VAT, 
LGST 및 Art. 22)의 형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 시설들은 재수출 목적이나 인도네시아의 다른 세관관할구역 또는 보세 
구역에의 지원 산업 (제조업) 목적으로 유입되는 상품에만 제공된다.

b. Bonded Zone (보세 구역)
보세 구역은 생산 목적 수입품과 국내 저장품(이들의 생산량이 주로 수출 목적을 
위함)을 저장하는 보세 장치장 구역이다. 보세 구역 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의 
물자 수입, 과세대상물의 유입, 물품 배송, 물자 방출, 과세대상물품의 재운송, 
기계 대여 그리고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물자는 수입세 연기, 소비세에서의 
면제 및/또는 수입세 무징수(VAT, LGST, 및 Art. 22)의 형태로 혜택을 받는다. 이 
혜택들은 보세 사무용품을 포함하여 구역의 사업자 (PDKB)가 사용할 자본재, 
보세 구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결합되거나 처리될 재료/제품에만 제공되는 
혜택이다. 소모품은 보세 구역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않는다.
각각의 허가 획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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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x administration (조세행정)

Tax authorities (과세당국)
대부분의 세목은 국세청이 관리하며, 지방세는 주정부 및 districts와 같은 지역정부가 
관리하고 징수한다. 
국세청은 재무부 산하 부서이며 이 부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기술 지침과 절차를 
만든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의무(예를 들어 납세순응감시, 세금징수, 카운슬링, 
세무조사)를 관리하는 여러가지 단위가 있다. 이 단위들은 대, 중, 소 세무서로서 
분류된다. 세무서의 담당자는 각 납세자를 위해 봉사한다.

Tax year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연도는 회계연도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역에 따른다.

Administration, books and records (장부기장)
일반적으로 컴퓨터 등에 보관된 것을 포함한 회계장부는 루피아 통화 및 
인도네시아어로 유지되어야 하며,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US달러를 기능 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PMA),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 PE), 해외 계열사나 외국납세자를 둔 특정 
기업은 재무부(Minister of Finance)의 승인을 얻어 영어와 US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생산물분배계약 (Contractors of oil and gas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PSC) 및 도급계약(Mining Contracts of Work, MCS)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들은 서면 통보만으로도 영어와 US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장부 작성 
방법의 변경은 DGT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세무 목적으로 공인 회계사가 납세자의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하는 법적인 요구 사항은 없다. 그러나 납세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DGT는 연간 납세 신고를 제출요구한다.

Payment and filing (세무 신고 및 납부)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납세자는 주기적 세금 납부가 
근거가 되는 적당하고 정기적인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으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외국기업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납세자와 
같이 법규를 준수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은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수행한다. 
소득세신고서는 납세자, 사업, 거래유형별로 제출되어야 한다. DGT는 세금 납부를 
위해 온라인 e-Billing 시스템의 사용을 시행했으며 이는 이전의 신고 문서 절차를 
대체한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를 용이하게하기 위해 특정 시스템을 통해 e-Billing 
코드를 생성하여야 한다. e-Billing 코드는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세금 납부를 
실행하기위해서는 은행에 코드를 제시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법인 납세자는 전자 
작성 (e-filing) 시스템을 통해 세금 보고서 (월별 및 연간)를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Consolidated returns (연결납세신고서)
연결납세신고관련 규정은 없다.

Statute of limitations (제척 기간)
조세 당국이 과소납부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이며, 형사 범죄의 
경우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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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ings (통지)
세법과 세무 절차의 적용이 불분명하면 납세자는 국세청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와 같은 요청을 답하는 기간이 없다. 과세 규정은 청원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만 해당되고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또는 세금납부반대적 납세자의 위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지는 다른 납세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3. Business taxation (사업 조세)
Overview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세금은 법인 소득세, 지점 이윤세, 원천 
징수세, 부가가치세 (VAT), 그리고 토지세 및 인지세와 같은 기타 간접세다.

면세와 다양한 조세 특례는 자격이 있는 회사 (이상에 4.1 테이블과 같이)에 제공된다.

비과세 및 다양한 조세 특례는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 주로 
세법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토지건물세법 및 조세기본법이 있다. 조세는 
국세청이 실행한다.

Indonesia Quick Tax Facts for Companies

법인세율 25%

지점세율 20%

양도소득세율 0.1% - 25%

Basis 전세계

경영참여소득면제 있음

Loss relief

 - 차기로 이월
 - 소급 이월

5 years
없음

이중과세방지 있음

연결납세 없음

이전가격규정 있음

과소자본정책 있음

해외 자회사 규칙 있음

과세연도 역년/회계연도로

세금의 예납 있음

신고기한 역년 / 과세 연도 종료 후 4 개월까지 
(DGT에 통보함으로써 6 개월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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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holding tax

 - 배당금 
 - 이자 
 - 사용료 
 - 기술서비스료
 - 지점 이윤세

20% (비거주자); 10% / 15% (거주자)
20% (비거주자); 15% /  20% (거주자)
20% (비거주자); 15% (거주자)
20% (비거주자); 2% (거주자)
20% 

자본세 없음

사회보험부담 10.2%-11.7%

토지 및 건물 0.3% - 0.5% 

토지 및 건물 취득세 5%

이전세 0.1%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매매); 5% (비거주가 주식거래); 
매매가의 0%/1%/2.5% (토지 및/또는 
건물의 양도)

최초 IPO 0.5%

인지세 Rp3,000/ Rp6,000

부가 가치세 10%

Residence (거주자)
거주자로 간주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거나 주소지를 두거나 또는 
경영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경우다. 

Taxable income and rates (과세 소득 및 세율)
거주자 기업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비거주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고정 
사업장 (PE)에 귀속되는 소득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거주자 기업은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25%이다.

회계 연도의 매출액이 IDR 48 억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특정 기간 동안 총 매출에 0.5 
%의 세금이 부과된다. IDR 48억에서 IDR 500 억 사이의 연간 매출을 가진 거주 법인 
납세자는, IDR 48억의 매출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50%의 법인세를 감면 
받는다. 총납입자본의 40%이상을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 부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5%의 법인세율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한 세무 연도에 Rp4.8 억을 초과하지 않는 총 수입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일정 기간 
동안 총 수입에 대해 0.5 %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표준 소득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고정 사업장은 법인 세율 25 %에 추가하여 세후 순이익에 대해 20 %의 지점 이윤세 (
또는 조세 협약에 의해 낮은 세율)가 적용된다. 세후 순이익의 전액이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되는 경우에는 지점 이윤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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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납세자 또는 인도네시아의 외국 고정 사업장이 받는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서는 최종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제 3자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 
한 세금은 소득세의 최종 정산으로 간주된다. 

건설 및 해운과 같은 특정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고정된 수입 비율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관련 
생산 공유 계약 (PSC)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며, 광업에 종사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소득세 계산은 업무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석유 및 가스, 지열 및 샤리아 
기반 산업에 대한 세금 규정은 정부 또는 재무부 장관령을 통해 별도로 규정된다. 

Debt-to-Equity Ratio (DER) (부채비율)
2016 회계 연도부터 세무상 공제 가능한 차입 비용은 최대 DER 4 : 1로 제한된다
 (특정 자본 집약 부문 제외). 따라서 납세자의 DER이 규정된 4 : 1을 초과하면 초과 
차입 비용은 소득세 계산을 위해 공제할 수 없다. 이 규칙은 특수관계자 및 제3
자로부터의 차입, 그리고 국내 및 해외 부채 모두에 적용된다. 이러한 차입 원가의 
구성 요소뿐만 아니라 부채와 자본의 정의는 재무부 장관 규정과 과세 국장의 규제에 
따라 세부 규정된다. 또한, 자기 자본이 없거나 마이너스 인 납세자의 경우 전체 차입 
비용을 공제 할 수 없다.

납세자는 규정된 DER을 준수 할뿐만 아니라 DER 계산에 대한 보고서와 규정된 
양식을 연간 CIT 보고서에 첨부하여 해외 부채 요약 (해당되는 경우)을 제출해야 
한다.

Capital gains taxation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자본 손실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매매는 거래가격의 0.1%의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 보유 또는 매각 여부에 관계 없이 최초 설립자 주식은 IPO시 주식 가치의 2.5%
가 최종 분리 과세대상이 된다. 특정 거래, 예를 들어, 부동산 회사가 저가 주택 / 
아파트를 판매 또는 이전(1%)하고 공익을 위해 정부에 양도하는 경우(0%)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토지 및/또는 건물 매매 또는 이전은 매각금액 5%의 최종 분리 과세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간의 인도네시아 비상장 주식 거래는 매매 금액 5%의 최종 분리 과세 
대상이다. 단, 조세 협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Branch Profit Tax (지점 이윤세)
인도네시아에 위치하는 해외기업의 지점에는 표준법인소득세율이 부과되고 
소득세를 뺀 순이익에 20%의 지점이윤세가 부과된다. PE의 순이익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면 지점이윤세면제를 받는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창립자나 창립 구성원으로서의 

자본 출자
•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어 주소를 둔 기존 회사에 대한 자본 출자
•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이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이 사용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이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이 사용할 무형 재화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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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준수사항)
인도네시아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회사는 일반적으로 
일반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회사는 소득을 지급하는 인도네시아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세금 징수는 자가진단시스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납세자의 경우 월 
선납법인세는 익월 15일까지 납부하며, 익월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법인세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간 법인세 
납부세액은 신고서 제출 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월 선납 
법인세 및 기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납부세액은 반드시 세무조사 이후에 
환급 처리가 된다.

Double taxation relief (이중과세경감)
Unilateral relief
해외 소득이 있는 거주 기업은 해당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세금공제는 인도네시아 세법 규정에 따른 한도 규정 적용을 받는다.

Tax treaties
인도네시아는 광역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 조세조약들은 OECD 모형을 
따르며 OECD의 정보고환 준수 조항을 포함한다. 조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limit the taxation by one country of companies 
resident in the other, 그리고 타국의 차별적 과세로부터 해당국가의 납세자를 
보호한다. 

조세조약 하의 보호를 받고자 하면 외국 납세자는 본질 및 행정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질적 요건은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외국 납세자가 
관련 조세 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 요건에 해당하는 이익, 배당금, 로열티 등 특정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조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조세회피방지 규정 참고). 
행정 요건 충족을 위하여,  외국 납세자는 적시에 완료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Form DGT-2는 특별히 금융기관 또는 연금 기금 또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서 소득을 얻는 회사를 위한 것이다. 거주자증명서는 조약 동반 
국가의 과세당국의 확인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지 못한 외국인 납세자는 조약 동반 
조세 당국이 보통 검증하거나 발행하는 어떤 유형의 거주자 증명서든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요구 조건들이 충족). 이 서류는 작성된 Form DGT-1 또는 Form DGT-2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외국인 납세자는 조세조약 보호를 
받지 못한다.

최초 원천징수의무자는 DGT가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DGT form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접수증이 발행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접수증을 
외국인 납세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다음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의 전자 시스템에 있는 정보와 접수증을 확인해야하고 원천징수 및 신고 
목적으로 영수증 사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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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조약 네트워크

알제리 홍콩 뉴질랜드 수리남

호주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인도 파키스탄 스위스

방글라데시 이란 필리핀 시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대만

브루나이 일본 포르투갈 태국

불가리아 요르단 카타르 튀니지

캐나다 북한 루마니아 터키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세이셸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체코 공화국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영국

덴마크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미국

이집트 멕시코 남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

핀란드 몽골 스페인 베네수엘라

프랑스 모로코 스리랑카 베트남

독일 네덜란드 수단 아르메니아

라오스 세르비아
 
Anti-avoidance rules (조세회피방지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
인도네시아는 일반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없지만 외국 소득 수급자가 조세 조약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특정 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조세 조약 
남용 방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a. 외국 소득 수급자는 다음을 보유해야 한다

•  기업 설립에 관련된 경제적 동기가 있다;
• 사업 활동은 경영진에 의해 자체적으로 관리되며 경영진은 충분한 거래 수행 

권한이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 이외에, DTA 파트너 또는 관할권 

파트너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고정자산 및 비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다;

• 수행되는 사업 분야에 따라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충분하고 적절한 종업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및/또는 로열티 이외의 활동이나 기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73

b. 거래의 목적 / 약정이 조세조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조약에 따른 혜택을 직간접 적으로 획득할 수 없다. (특히 세금 부담 감소 또는    
이중 비과세) 거래를 체결하는 주요 목적 자체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거나, 
조세조약을 수립한 목적과 의도에 충돌된다면, 조세조약 규정의 오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외국 납세자가 관련 조세 조약상의 조항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 요건으로 규정된 
수입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개인 외국 납세자의 경우 대리인이나 명의자로 행동하지 않는다; 또는
b. 법인 외국 납세자의 경우 대리인 또는 명의자 또는 전달자로 행동하지 않으며 

다음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 대리인이나 명의자 또는 도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얻는 기금,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거나 누릴 

통제권을 가진다.
•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의무이행에 사용하는 소득은 50%이하이다.
• 소유하고 있는 자산, 자본 및/또는 부채의 위험을 부담한다.
• 서면 또는 불문법으로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 할 의무가 없다.  

상기 요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 조세 협약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과세)
인도네시아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TP) 규정에 따르면 DGT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 가격 원칙(Arm’s Length Terms)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해당 
소득이나 비용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에 적용된 계층적 토대를 
대체하는 가장 적절한 TP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전가격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위해 DGT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원칙을 적용과 관련된 No. PER-43/PJ/2010 (“PER-43”) 및 PER-32/PJ/2011 
(“PER-32”) 규정을 공포하였다. 최근, 재무부는 OECD의 BEPS Action 13 에 따라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No. 213/PMK.03/2016 (“PMK-213”)규정을 2016년12월30일에 
발표하였다. 3단계 접근방법은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및 국가별보고서 (CbCR)에 
해당한다. 

PMK-213는 PER-32 또는 PER-43 규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PER-43 또는 PER-
32 규정에 명시된 법조문은 PMK-213에서 규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납세자 중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이전가격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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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금액

직전과세기간 총 매출액 5백억루피아 초과

직전과세기간 상품거래금액 
 
또는
 
직전과세기간 서비스, 로열티, 
이자 또는 기타 거래금액

2백억 루피아 초과

5십억 루피아 초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상대국 
세율이 인니 세율(현행 25%)보다 
낮은 경우

기준 없음

또한 Rp11조 이상의 연결 총 매출을 기록한 연결 그룹의 모회사는(인도네시아 
재무 회계 표준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납세자가 상기의 마스터 및 로컬 파일 작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정상 가격 원칙(Arm’s Length Terms)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은 과세 연도가 끝난 후 4 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TP 
문서를 제공한 당사자의 서명과 함께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포함된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본 규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세법 및 법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로컬 언어 즉 인도네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연 제출의 경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건주 한다. 제출 의무 불이행시 관련 법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처벌 받게 
된다.

PMK-213에 따르면 납세자는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의 개요를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해야한다. 납세자는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개요에서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표명해야 하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이 이용 가능한 날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요는 존재한 특수 첨부 양식 (별첨 3A/3A-1 및 3B/3B-1)에 추가된다.

지배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실체의 연결 총 매출이 11조루피아 이상인 
납세의무자는 CbCR(국가별보고서)를 준비 및 제출 해야 한다.
 
지배 기업이 외국관할권하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가 아래에 해당될 때 인니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
•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협정은 체결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국가별보고서를 득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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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보고서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확보 가능한 자료와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상가격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규정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내에 
제공 가능해야한다. 최초 적용 연도는 과세연도 2016년이며 국가별보고서는 다음해 
법인세신고시(i.e. 2017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별보고서는 PMK-213 의 별첨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양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는 BEPS Action 13과 일치하나 일부 추가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일부로 상호 합의 (“MAP”)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를 발표했다.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FC) Rules (CFC,해외자회사)
CFC는 인도네시아 거주자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의 합이 50% 이상인(개인이나 다른 인도네시아 납세자와 같이) 외국법인이며 
각각의 단계에 50% 기준치가 적용된다. CFC는 비상장 외국법인에게 적용된다. 
인도네시아는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가 없다. CFC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재무부는 실제 배당이 선언되거나 가득되지 않은 경우 인도네시아 주주가 배당금을 
언제 가득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역외 회사로부터 배당이 
선언되거나 가득되지 않는 경우 인도네시아 납세자는 간주 소득 배당금을 계산하여 
신고해야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배당금 수령 시점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회계연도의 해외법인의 연간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4번째 달
b. 해당 해외법인에 연간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거나 연간 법인세 신고기한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말 이후 7번째 달

배당 간주 금액은 외국 회사의 순 이익으로부터 외국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에 
비례하여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총 배당액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a. 배당금;
b. 은행 면허가 있는 외국 회사에서 얻은 이자를 제외한 이자;
c. 토지 및 / 또는 건물의 임대료;
d. 다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
e. 로열티; 
f. 자산 매각 또는 양도 이익.

Indirect Purchase of Indonesian Shares or Assets Involving Special 
Purpose Company (SPC)  
(특수 목적 회사 (SPC)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주식 또는 자산의 간접 구매) 
SPC가 인도네시아 납세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PC를 통한 주식 또는 자산의 간접 구매는 인도네시아 납세자에 의한 주식 
또는 자산의 구매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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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Sale of Indonesian Shares Involving SPC (SPC를 통한 인도네시아 
주식의 간접 매각)
외국인 납세자가, 조세 피난처에 있거나 설립된 SPC 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만일 
그 SPC와 인도네시아 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이 특수관계라면, 그 외국인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change of Information Regulation (정보 교환 규정)
각국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 식별을 하는 데 그리고 국가간 조세불복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간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다음과 같은 것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1. 이중과세협정/조세조약
2. 조세정보교환협정
3. 다국간 협정
4. 다자간 관할 기관 협정
5. 정부간 협정
6. 기타 다자간 협정

OECD는탈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수준에서 세금 및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CRS (Common Reporting Standard)를 개발했다. CRS는 비거주국의 
금융 계좌 정보를 계좌 보유자의 거주 국가에 있는 세무 당국과 교환 할 수 있다. 
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를 구현하는 관할권은 특정 요청을 보낼 
필요없이 매년 사전 동의된 정보를 주고 받는다.

AEOI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기관에 세금 목적의 특정 금융 정보를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에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재무부 장관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규정은 비준수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도 도입한다. 이 규정에 따라 분산되지 
않은 상속 형태의 자산으로 간주되는 재무 계좌도 자동으로 교환되는 정보의 
일부이다.

AEOI참가국인 인도네시아는 2018 년까지 최초의 정보 교환을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AEOI 준비 과정에서 재무부는 금융 기관이 조세 목적으로 특정 재무 
정보를 세무서에 공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받는다.

Indonesia’s Participation in OECD’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rojects (OECD의 BEPS 프로젝트)
인도네시아는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멤버가 아니지만 G-20 국가들의 멤버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옵서버로 그리고 공헌 자로 BEPS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기 BEPS의 양식을 발행할 것이며 현재까지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변동의 규정이 없다. 다음 표는 BEPS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취한 조치를 요약한 것이다.

Action Implementation

디지털 서비스의 고객에 대한 사업 
부가가치세 (Action 1)

미확정 

Hybrids (Action 2)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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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Implementation

CFCs (Action 3) 인도네시아는 이미 CFC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자 공제 (Action 4) 로컬 과소 자본 규칙은 부채를 
기반으로하며 BEPS에서 권장하는 고정 
또는 그룹 비율과는 대조적으로 지분법 
(대차대조표 시험)이 포함된다. 

유해한 세금 관행 (Action 5) 미확정

조약 남용 방지 (Action 6) 인도네시아는 조약 위반을 방지하기위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영구 설립 상태 (Action 7) 미확정

이전가격 (Actions 8-10) 2013년에 발행된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OECD 이전 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 소득 할당을 가치 창출에 맞추기 
위해 지적 재산권 개발 당사자의 역할을 
증명해야한다. Actions 8-10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행 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다.  

공격적인 세금 계획 공개 (Action 
12)

미확정 

이전가격문서화 (Action 13) 재무부장관은 2016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조세 연도에 대한 3단계 수준의 
문서화 요구 사항을 도입했다.  
요구 사항은 대체로 Action 13권장 
사항에 따라 마스터파일과 로컬 파일 
모두에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본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세 
연도 말부터 4개월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전가격 책정 규칙의 범위 내에서, 
문서화 요구 사항과 국내 관련 당사자의 
포함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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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Implementation

국가별보고서 (Action 13) 국가별보고서는 특정 추가 세부 정보가 
포함된 Action 13 요구 사항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6년 12월30일후부터 
시작하는 조세 연도에 적용된다. 
모기업이 외국 관할 구역에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도네시아 
납세자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는 

•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보 교환을 하지 
않다; 또는 

• 합의했으나 국가별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얻을 수 없다. 

국가별보고서 관련하여,세무 당국에서 
실행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국가별 보고서 자동 교환을 
위한 다자간 권한 있는 협약에 서명 한 
국가 중 하나이다. 

분쟁 해결 (Action 14)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상호 합의 
절차 (MAP) 프레임 워크의 업데이트 
버전인“상호 합의 절차 이행 지침”에 관한 
규정 No 49 / PK.03 / 2019 (PMK-49)
를 발행했다.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Action 14)에 관한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14에 
명시된 최소 표준을 충족한다
2019 년 4 월 26 일부터 PMK-49는 2015 
년 최종 BEPS 보고서가 전달되기 전에 
발행된 이전 MAP 규정, 즉 재무부 장관 
번호 240 / PMK.03 / 2014 (이전 MAP 
규정)를 대체한다. 
PMK-49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Action 14
에 따른 권고와 광범위하게 일치시킨다. 
PMK-49는 2019 년 세무국 핵심 개혁 
안건의 일부로 발행되며, 특히 MAP 
신청서의 절차, 일정 및 후속 조치 
측면에서 MAP 절차에 보다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79

Action Implementation

다자간 협약 (Action 15) 인도네시아는 2017년6월7일에 MLI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방지에 대한 
조세 조약 관련 Action을 이행하기 위한 
다자 협약)에 서명하고 MLI 지위 (예약 
및 통보 목록)를 제공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잠정적으로 혜택에 대한 PPT
와 단순 제한(LOB)을 선택했다.  

4. Taxes on individuals (개인 조세)

인도네시아 개인 조세 현황

소득세율 5%-30%

양도소득세율 0.1% - 30%

기본 전세계소득

이중과세방지 있음

과세연도 역년

반납 일자
3월 31일 또는 세무 거주 종료 후 3 개
월 (둘 중 빠른 날짜)

원천 징수세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적용함)

 - 배당금  

 - 이자 

 - 로열티

10% (거주자); 20% (비거주자)
15%/20% (거주자); 20% (비거주자)
15% (거주자); 20% (비거주자)

부유세 없음

사회보장연금 1% - 4%

상속세 없음

토지 및 건물세 0.3%

토지 및 건물 취득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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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개인 조세 현황

양도세

0.1%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
장된 주식의 양도); 5% (비거주자의 
비상장 기업의 주식양도); 총수입이
나 과세 매각가액 (중높은 것으로)
의 2.5% (토지 및/또는 건물의 양도)

발기인주식 IPO시 0.5%

부가가치세 10%
 
Residence (거주자)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자 또는 과세 기간에 
인도네시아에 체재하고 거주할 의지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비거주 납세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예정이 없고 183일 미만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비거주자는 세무 목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Taxable income and rates (과세소득 및 세율)
개인 납세자는 전세계 총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받고 허용된 공제와 비과세 소득은 
공제 받는다. 비거주 개인 납세자는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과 
받는다.

Taxable income (과세소득)
인도네시아의 개인 소득세는 국가 단위에서만 부과된다. 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즉, 소극적 소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양도 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을 
포함한다. 전사원에게 적용되는 현물 수익은 직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주의 
세무상 비용인정 불가). 일부 특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현물 복리혜택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다.

고용 소득에는 봉급 및 임금, 상여금, 커미션, 해외 수당 및 교육, 주택 수당 및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 수당 등이 고정 수당이 포함된다. 직원이 받은 현물 형태의 
혜택 (예 : 의료 혜택, 회사 자동차)은 직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주의 세무상 
비용인정 불가). 인도네시아의 근로소득세소득은 소득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 하도급업자, 하부자문회사, 하청공급자에 세금은 
적용하지만 세금 경감은 허가 제공된 정부사업 아래에 계약 업체와 제공 업체에게 
제공된다.

Deductions and reliefs (공제 및 경감)
일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의 경우 소득공제가 된다. 아래의 
개인소득공제 항목들은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개인납세자별로 달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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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근거 공제금액 (연단 위)

본인 IDR 5,400만

배우자
IDR 450만 (부부합산 소득이 있는 아내
의 경우IDR 5,400만 추가공제)

부양가족 IDR 450만 (최대 3명까지 각각 공제)

직책 수당 최대 IDR 600만까지 총소득의 5%

연금 납부 (연금 수령자에게 적용) 최대 IDR 240만까지 총소득의 5%

승인 받은 연금펀드 분담금(e.g BPJS) 본인 분담금 총액

의무 십일조 (“zakat”) 또는 종교 기부금
실제 발생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이 적
법하면서 요구조건을 만족한 경우

 
재무부는 위의 인적공제금액을 재계산할 권한이 있다. 상기 개인소득공제 항목들은 
2016년6월에 공표되었으며, 2016년1월부터 적용가능하다.

고용된 거주자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 보장 기여금은, 노후 저축 플랜에 대한 월 
고용소득의 2 %, 연금 플랜에 대한 1 % 및 건강 보험 기여금 1 %( 월 고용소득 한도)
이다. 직원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가 할 수 있지만, 매월 가족 구성원 당 1 % 추가 
기여해야한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 연금플랜에 대한 기여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Rates (세율)

과세 소득 세율(1)

IDR 5,000만 이하 5%

IDR 5,000만 초과 - IDR 2.5억 이하 15%

IDR 2.5억 초과 - IDR 5억 이하 25%

IDR 5억 초과 30%

Inheritance and gift tax (상속세 및 증여세)
인도네시아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Net wealth tax (부유세)
인도네시아는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 면제(Tax Amnesty) 법이 
도입되면서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신고되지 않은 부를 특정 상황에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는 2017 년 3 월 31 일까지만 세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Compliance (규정준수)
인도네시아는 모든 거주자 납세자 (국외 거주자 포함)가 과세 목적으로 등록하고 전 
세계 수입, 자산 및 부채를 신고하도록 요구되는 자진 납세제도이다. 소득이 비과세 
소득 기준 액보다 적은 사람, 개인 세금 거주 자격이 없는 사람 및 남편과 함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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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의무를 이행 할 기혼 여성의 경우 등록 면제가 가능하다.

개인 납세자는 전세계 개인 소득 및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소득 신고서는 다음 연도의 3 월 31 일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의 거주지 만료 후 3 개월 (둘 중 빠른 날짜)까지 제출해야한다. 
모든 세금 납부는 제출전에 정산되어야 한다.

개인 납세자는 e-filling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개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된다. 시스템에 액세스하려면 세무서에서 전자 접수 번호 (e-FIN)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지연 납부, 지연 신고, 세금 미납, 수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일반적인 벌금은 미납 세금에 대해 월 2 %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5. Withholding Taxes (WHT) (원천 징수세)

Dividends (배당금) 
주식소유 25% 미만인 경우는 15%의 원천세가 적용된다 (선납 법인세). 
비거주자에게는 20%의 원천세가 적용되며 최종 분리 과세된다 (단, 조세 협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국내 법인 납세자가 거주 회사 나 협동 조합에 지불하는 배당금은15 %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면제조건 - 배당수령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지분을 최소 
25 %를 보유하고 배당금은 이익 잉여금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이는 소득세의 
선납 성격으로 납부되는 원천징수세금이다.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세 10 %가 최종분리과세로 부과된다.  

Interest (이자)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저축예금과 예금 계정에 대한 이자에는 2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국내 납세자가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이자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의 선납 
성격으로 납부되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세율은15 %가 적용된다. 거주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는 과세 면제 받는다.

단, 인도네시아 은행과 외국은행 인도네시아 지점으로부터의 이자는 회사들과 
개인들에 20% 최종 분리 과세된다.

Royalties (로열티)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해외 송금과 같은 
경우 세율이 20%이다. 세무 목적상 로열티는 인도네시아의 재산 또는 노하우 사용 
및 재산권 또는 노하우 사용 관한 이전을 포함한다.

국내 납세자가 거주자에게 지불 한 로열티는 소득세의 선납 성격으로 납부되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세율은15 %가 적용된다.

Wage tax/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개인소득세/사회보험부담)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와 다른 보수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공제하고 감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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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 고용주는 월 단위로 고용원천징수세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
노동환경” 섹션을 참조.)

Other transactions (기타)
기술 서비스에 대한 국외 지급 소득은 조세 조약에 따라 경감되지 않는 한 20 %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기술업, 관리업, 컨설팅,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일반 세율대비 2
배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토지 및 건물 임대 관련 국내 지급액에 대해서는 1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된다.

Compliance (절차규정)
배당, 이자, 로열티, 임대료, 전문서비스, 기술서비스, 관리서비스, 건설 서비스 
등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다. 만약 소득의 수취인이 인도네시아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동 거주자의 기납부세액을 구성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최종납부세액이 된다. 배당, 이자, 로열티와 기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익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업원이나 하청업체로부터 원천 징수한 세액은 익월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신고는 익월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6. Indirect taxes (간접세)

Value added tax (VAT)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이하 “VAT”)는 각 생산 단계 및 디스트리뷰션체인에 부과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 제공에 10%의 표준 세율로 부과된다. 과세물 및 특정한 
과세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VAT는 없다. VAT가 없는 수출 서비스는 위탁생산 
서비스, 인도네시아 관세징수지역밖에 이용하는 동산에 대한 수선 유지 서비스, 및 
인도네시아 관세징수지역밖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건설 서비스로 한정된다.

무형자산 (로열티 포함) 및 사실상 모든 인도네시아의 사업(예를 들어 수입 서비스)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외부에서 인도네시아 내부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VAT가 적용된다. 
VAT는 모든 제품에 (현지생산품이든 수입품이든)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조는 
물건의 원형을 변화시키거나 신제품을 창조하거나 생산성을 증가시키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제조, 요리, 조립, 포장, 및 보틀링을 포함한다.

서비스 수출의 정의는 인도네시아 세관 영토 외부에 위치한 수취인의 이익을 위해 
인도네시아 세관 영역 내에서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과세 대상 서비스이다. VAT가 0
이 될 수 있는 수출로 간주되는 특정 유형의 과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a. 인도네시아 세관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된 이동식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 :
• MoF 규정에 따라 추가 기준이 제공되는 유료 제조 서비스 ( “makloon”);
• 수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
• 상품 수출을 위한 화물 운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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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도네시아 세관 영토 외부의 건물 또는 건축 계획과 관련된 건축의 평가, 계획  
및 설계를 포함하는 건축 상담 서비스와 같은 인도네시아 세관 영토 외부에 
위치한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

c. 인도네시아 세관 외부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
• 기술 및 정보 서비스;
• 연구 개발 서비스;
• 국제 비행 또는 운송 활동을 위한 비행기 및 / 또는 선박 전세;
• 비즈니스 및 경영 컨설팅, 법률 컨설팅,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활동, 인적 

자원 컨설팅, 엔지니어링, 마케팅, 회계 또는 부기, 재무제표 감사 및 세무;
• 중개 서비스, 즉 인도네시아 세관 지역에서 수출 할 상품 판매자를 검색하는 

서비스; 또한
• 상호 연결, 위성 및 / 또는 데이터 통신 / 연결 서비스 공급자.

이러한 수출 서비스에 0 % VAT를 적용하려면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초과 납부는 세무 조사가 수행 된 후에 이월 되거나 회수 
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각 월별 세금 환급을 청구 할 자격이 있는 특정 
VATable Entrepreneur를 제외하고는 과세 연도 말에 만 가능한다.

특정 수입 또는 구매는 부가가치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기계, 공장 장비 등과 같은 전략 상품;
• 보세 구역 내에 있는 회사의 가공 원료;
• 과세 대상 물품의 보세 구역으로의 인도 및/또는 수입;
• NIPER (KITE면제 시설의 ID 번호)를 취득한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다른 

물품을 가공, 조립 또는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식품 및/또는 재료 수입;
• 외국 원조로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장비 및 기타 

물품의 수입 및 인도;
• 국영 선사 또는 항공사 등 특정 산업의 회사가 수입 및 구매;
•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물품의 수입

과세 대상 물품 및 / 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IDR 48 억 을 초과하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해당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시에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급 받는자에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우선 국세청에 활성 코드 
및 비밀번호, 그리고 전자 증명서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지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발급, 재발급, 취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기재되어야 하고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익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신고서 제출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보세 
구역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한 무형의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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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신고대상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VAT grouping concept 이 없다. 다른 tax office jurisdictions에 위치하는 
하나 이상의 지점이 있는 회사는 VAT지불 및 VAT신고의 일원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일원화는 보통 본사가 신청하지만 어떤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점단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세대상 무형재화나 용역을 수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 Self-Assessment VAT를 익월 15일까지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Capital gains tax (자본세)
자본세는 없다.

Real estate tax (부동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물, 및 영구 구축물에 대해 연간 지불한다. 세율은 보통 부동산 
가치의 0.3% 이하지만 고가의 주택과 대규모 부동산에는 보다 높은 세울이 적용된다. 
매매가액의 특정 비과세 해당분은 동 세액에서 제외된다.

개인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하는 경우 거래금액 기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 및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보다 적은 연소득을 가진 개인납세자가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 그 
가치가 Rp. 6천만이하인 경우 등은 비과세된다.

비과세 기준 금액인 Rp. 8천만이상의 가치를 가진 토지 및 건물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최대 5%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동 취득이 상속의 형태인 경우에는 비과세 
기준 금액은 Rp. 3억으로 적용된다.

Transfer tax (양도세)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매매 시 0.1%에 세금이 부과된다. 장립자 주식 
또한 IPO시 지속 보유 또는 매각에 상관 없이 주식가격의 0.5%에 대해 최종 분리 
과세된다.

인도네시아 비상장주식의 비거주자 양도시 양도가의 5%에 대한 원천세가 부과된다. 
단 조세 협약이 있을 경우 해당 협약이 우선한다.

토지 및/또는 건물의 일부 처분은 거래가의 2.5%에 해당하는 최종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 및/또는 건물의 취득세는 취득 가치의 5% 또는 NJOP중 높은 것이며, IDR 60
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 할 때 부과된다. 합병과 
관련된 양도 및 친척 송금과 같은 다양한 면제가 적용된다.

Stamp duty  (인지세)
인지세는 금융거래, 공증 및 영수증에 적용되며 거래액 및 문서 종류에 따라 IDR 3천 
또는 6천이다.

Customs and excise duties (관세 및 소비세)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관세 영역에 들어온 모든 물품은 수입품으로 취급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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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물품에는 기본적으로 수입세가 부과된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등록해서 
수입허가증(API)를 발급받고 관세 청국에 등록해서 관세청등록번호(NIK)를 발급 
받아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프로세스가 기존에 비하여 매우 빨라졌다.

신규 설립 PMA 회사는 정관 및 법무부 ( “MOLHR”) 승인을 받은 후 OSS (Online 
Single Submission)를 통해 사업자 등록 번호 ( “NIB / Nomor Induk Berusaha”)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서에는 회사가 수입 및 세관 등록 번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입 라이센스 및 세관 등록 번호는 NIB와 함께 발급된다.

또한 다음을 포함한 라이센스는 OSS 시스템을 통해 제공 될 수 있다.
• 보세 창고 라이센스(TPB)
• 재수출을 위한 간편 수입허가 (KITE)
• Excisable Goods취급 라이센스(NPPBKC)

자유무역협정 (FTA) 및 경제협력협정(EPA)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FTA/EPA동반국가에서 수입된 특정 수입품의 관세가 더 낮거나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특혜관세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a. 아세안물품무역협정 (ATIGA): 이는 아세안 국가와 인도네시아사이의 협정에 
근거하는 특혜관세다. 이 관세는 아세안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적용된다.

b. 아세안-중국 FTA (ACFTA): 이는 중국과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위한 아세안 국가 
사이의 협정이다. 중국은 특별 행정구(홍콩과 마카우) 및 대만을 빼고 중국 
본토를 의미한다.

c. 아세안-한국 FTA (AKFTA): 이는 경제협력을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국 사이의 
협정이다.

d.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 (IJEPA): 이는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 증가를 
위한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 사이의 협정이다. 

e.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FTA):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지역 
설립하기로 아세안 국가들사이의 협정이다.

f. 아세안-인도 FTA (AIFTA): 이는 인도와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기로 아세안 
국가들사이의 협정이다.

g.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정부, 수입관세 조건. 이 조건은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정부 사이의 특혜 무역 협정(PTA)의 프레임웍 안에서 만들었다.

h.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AJCEP).

정부는 특정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한다. 
소비세는 주로 알코올 제품과 담배 제품에 부과된다.

물품이 관세 지역(항구)에서 반출되기 전에 미지급 관세 및 수입세를 결제하여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액에 따르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 평가로 인한 수입세 미달은 100 %에서 1000 % 사이의 행정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가 0 %이고 미지급 수입세가“무효”인 경우 벌금은 Rp5 백만이다. 
잘못된 관세 분류에 대한 처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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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taxes (환경세)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구체적인 환경세가 없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수자원에 폐수를 버리는 허가에 대해 지방 정부는 과세할 수 있다.

Luxury Goods Sales Tax (LGST) (사치품 판매세)
사치품 세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양한 상품에 대해 10%에서 200%까지 부과된다. 
세금은 수입 시 또는 제조의 경우 생산 회사가 사치품을 배달 할 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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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udit and Compliance 

(회계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인도네시아 회계 기준원(DSAK-IAI)이 발행한 인도네시아 기업회계기준 (PSA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른 연간 
재무제표작성을 위해 회계 기록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지분 소유권 변경은 주주명부 및 특별한 레지스터에 기록되어야 한다. 장부 마감 6
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연간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연간 보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1. 감사된 재무제표 
2. 회사의 상태와 성과에 대한 보고서

1. Accounting period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보통 12개월이고 일반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역년을 
이용한다. 하지만 회사는 1월1일부터 시작하지 않은 회계 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2. Currency (통화)
회사는 기능 통화를 이용해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지만 회사는 
기능통화 아닌 다른 통화(표시 통화)를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다. 기능 
통화는 회사가 운영하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다. 이것은 보통 물품과 서비스의 
매출 가격이 결정되는 통화다. 인도네시아에의 기업 실체 대부분의 기능 통화는 
루피아(IDR)지만 인도네시아에 IDR아닌 다른 통화를 이용하는 회사도 있다.

3. Language, Accounting Basis and Standards (언어와 회계 기준)
회사는 인도네시아 언어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인도네시아 아닌 다른 언어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현금흐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회사는 발생주의회계를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발생주의회계를 통해서 거래 발생시 이를 인식한다. 회사는 
정의 및 인식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소득, 비용을 인식한다. 회사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는 DSAK-IAI가 발행하는 SAK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적 책임이 없는 회사는 
별도의 SAK(완전한 SAK보다 더 간단함)를 적용할 수 있다.  

4. Audit Requirements (감사 요구 사항) 
담음과 같은 회사 종류는 전문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
• 은행, 보험, 등 공공기금을 축적하는 회사
• 채권발행회사
• 500억 IDR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회사
• 채권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채무 회사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특정 외국기업
• 특정 국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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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인회계사회(IICPA)가 공표하는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감사를 한다. 
회계연도로 3개월 이내에 공개 기업은 감사재무제표를 자본시장regulator – 
금융감독원(OJK)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 감사 재무제표의 금융감독원 (OJK) 제출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마감후 1
개월 이며 review인 경우 2개월이며 감사를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미감사중간재무제표는 날 후에 한 달 이내에 OJK에 제출되고 검토중간재무제표는 2
달 이내에 제출되고 감사중간제표는 3달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5. Independence (독립성)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사의 윤리규정에 부합되고 이해의 대립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사는 독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OJK가 발행하는 상장고객사의 회계사에 
대한 독립성 규정을 포함하여 회계사는 정부(예: 재무부)가 발행하는 관련 독립성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은행, 보험, 금융 회사, 연금 기금 및 기타 금융 서비스 
기관과 같은 OJK 규정에 의거한 법인의 감사인에게 적용된다. 

OJK 규정 13/POJK.03/2017은 매3년마다2년의 냉각 기간을 두어 공인 회계사의 강제 
순환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 교대는 회계법인이 아닌 공인 회계사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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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abor Environment 
(노동환경)

1. Employee rights and remuneration (직원 권리 및 보수)
2003년 No. 13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교섭권, 최저근로조건 및 해고 및 보상금 지불 
관련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비록 노동법이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합법적이며 질서 있고 평화로운 파업에 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단체협약 및 집회 권리, 동일업무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 강제노동, 
단체 결사의 자유 및 집회권리보호 등을 포함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 조약을 
비준했다. 고용 최저 연령에 대한 국제노동조약 138은 인도네시아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아동노동착취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조약 182는 2000년에 인도네시아 법에 
비준 및 편입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고용, 노동안전위생, 작업능력표준, 연장근로기준 및 
수당에 대한 법령을 포함하는 노동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2. Wages and benefits (급여 및 복리후생)
주정부 임금 위원회는 각 주 및 시/군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 심의회는 인력이주부, 
노동조합, 경영자 협회 및 학계 대표로 구성된다. 최근 몇 연관은 인플레이션 수준의 
임금인상이 있었으며 통상 시/군 최저임금이 주정부 최저임금보다 높다.

임금은 최저임금, 잔업수당, 의병 및 휴무 급여, 등을 포함한다. 현금 급여액은 최소 
75%를 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보통 음식 및 교통비를 위해 할당된다. 국내 회사 
대부분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급여를 지불한다.

복리후생은 연차 유급휴가 (보통 일년에 12일) 및 국경일, 종교적 의무, 가족의 의무 
(결혼 포함)를 위한 유급휴가, 출산 유급휴가, 및 병가로 구성된다. 해고 또는 퇴직 
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원은 1개월급여로 THR라는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 명절 
상여금은 Lebaran(Ramadhan 기말)전에 무슬림에게 지불되고 크리스마스 전에 
기독교 신자에게 지불되고, Nyepi 날 전에 힌두교 신자에게 지불되고 Waisak날 전에 
불교 신자에게 지불된다.

Pensions and social insurance (연금 및 사회보험)
사회보장기관 (BPJS) 종류는 BPJS Manpower 및 건강보험 (BPJS Healthcare) 2가지가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불한다.

BPJS Manpower의 새로운 제도는 2014년1월1일에 시행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이전
(Jamsostek)을 계속하는 것이고 보험료는 여전히 Jamsostek의 보험료(사용자가 
0.24%-1.74%를 지불하는 산재보험, 사용자가 0.30%를 지불하는 사망보험, 사용자가 
3.70% 근로자가 2.00%를 지불하는 퇴직연금이 있다. 새로운 건강관리제도는 이전 
건강관리제도를 대체하고 2019년1월1일에 완전히 의무사항이 될 예정이다.
2015년1월1일까지 대,중,소 기업은 BPJS 건강보험에 기업과 근로자를 등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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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험료는 사원의 월급의 5%(2015년1월1일-2015년6월30일사이에 4.0%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0.5%는 근로자가 지불함)이다. 2015년7월1일부터 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의 5%(4.0%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1%는 근로자가 지불함)으로 될 것이다. 
보험료 결정을 위한 사원 월급의 cap은 인도네시아 tax exemption amount (married 
with one child)의 2배 또는 한 달에 IDR 8백만이다. 의무적인 보험료는 남편, 아내, 2
자녀가 보험 적용된다. 추가 식구는 추가보험료로 보험 적용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적어도 6개월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Other benefits  (기타 혜택)
개별협상 또는 단체교섭을 통해 기타 복리후생들이 결정된다. 여기에는 보통 
가족수당 및 생계 비수당, 사원과 가족의 무료 진료제도, 주택, 교통 그리고 작업복 
포함된다. 많은 회사는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임원들은 보통 회사 차량 및 annual 
home leave와 같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3. Termination of employment (근로 관계 해지)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해고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있다. 생산 단축이 
필요하거나 직원이 부적당하다고 여기더라도 고용자와 직원 사이의 해고 보상금 
정리 없이 사용자가 사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합의를 달성하지 못 하면 사용자는 
인력이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직급여는 직원 월급 1-9배인(근무기간에 따름) 해고 보상금 및 근속 보상금(
근무기간에 따라 10개월까지)으로 구성된다. 근로 관계 종료 시 잔여휴가급여 및 
해고 보상금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보상금이 있다.

4. Labor-management relations (노사관계)
특정기간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은 1년간-3
년간 노동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사원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5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동 분쟁은 주단 위 
노동분쟁 법원에서 해결된다.

5. Employment of foreigners (외국인 고용)
인도네시아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이며 외국인 인도네시아인 교육 제도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다. 통상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인이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판단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외국인은 특정 업무에 고용될 수 없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4종류로 구분된다.
1. 전문가
2. 관리자
3. Supervisor
4. 기술자

상기 모든 외국인은 취업허가 필요함.

외국인은 적어도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인도네시아인 후계자(이사 및 감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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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만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일반 비율은 1:1 (외국인 근로자1
명당 인도네시아인 1명)이지만, 법인 및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인도네시아인 직원의 인도네시아 신분증 사본과 직무 기술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한다.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기 전에 인력이주부에 의무보고서, 직원복지보고서, 
국외 거주자 사용계획 (RPTKA) 인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들에 1
년간 외국인 근로자 position, position 별자격, 및 인도네시아인 직원을 위한 훈련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갱신 과정에서 회사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직원에게 
지식을 이전했음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승인된 인력 계획에 따라 
인력이주부는 개별취업허가를 발행한다. 취업허가신고의 승인은 3개월 소요된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대상의 모든 직위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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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Global Network의 회원입니다.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는 DTTL의member firm입니다.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와 관련 법인들 (각각 독립된 독립 법인)은 오클랜드, 방콕, 베이징, 하노이, 호
치민 시티, 홍콩, 자카르타, 쿠알라 룸푸르, 마닐라, 멜버른, 오사카, 상하이, 싱가포르, 
시드니, 타이페이, 도쿄 및 양곤 등 100 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인도네시아에는80 명의 파트너 및 Director, 1,600 여명의 직원들이 자카르타와 수라
바야 두 곳의 오피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해당 부문은 아래와 같습니
다. :

• 회계감사법인 Imelda & Rekan (IR)
• 세무자문법인 Deloitte Touche Solutions (DTS)
• 재무자문법인 PT Deloitte Konsultan Indonesia (DKI)
• 감정평가법인 KJPP Lauw & Rekan
• 법무법인 Hermawan Juniarto & Partners
• 경영컨설팅법인 PT Deloitte Consulting

각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는 또한 전세계적으로 가
장 규모가 큰 Big Four 감사법인의 일원이이기도 합니다. 

A member firm of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의 회원사)
Deloitte SEA와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및 대만 Deloitte Firm은 최근에 Deloitte 
Asia Pacific을 함께 설립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One Deloitte’이며 고객들께서는 저희의 축적된 전
문지식과 기술을 통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크기와 규모면에 
있어 현지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 고객이 필요로하는 장소와 시
간에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계속 제공 할 수 있습니다.

Who do we work with? (누구와 함께 일을하는가?)

저희는 주요 다국적 기업, 대기업, 공공 기관, 지역 중요 고객 및 빠르게 성장하는 글
로벌 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eloitte Indonesia의 
고객은 은행 및 금융, 제조, 운송, 기술, 미디어, 통신, 도소매, 석유 및 가스, 광업 및 생
명과학 및 헬스케어와 같은 주요 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회계 운영 확증 서비스 팀은 고객의 재무 조직(사람 / 재능), 전략, 기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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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에 대한 통찰력을 평가하고 제공함으로서 CFO 및 재무팀으로 하여금 세계
적인 수준의 재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무 기능 확증 서비스에는 재무 
기능의 진단 검토; 재무 시스템 평가; 정기 결산, 연결, 보고 및 예산과 예측의 개선사
항 파악 및 권장(KPI 및 데이터 시각화 사용); 계정 조정 자동화 시행 및 단기 파견 근
무 용역 제공이 포함됩니다.

포렌식 서비스 팀은 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부정행위 조사 및 솔루션 관련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지역의 고객에게 신속 대응 가능하며, 팀원은 각 분야의 전
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포함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포렌식 서비스 팀을 갖추고 있으며 혁신에 중점을 두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적시에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책임 증가, 규제 환경의 변화 및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인
해 Risk 관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Deloitte Indonesia의 Risk 
Intelligent 접근 방식은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효익을 제공합니다.:

Risk가 증가한 분야에 집중하고 가치 창출의 수단으로 intelligent risk-taking을 추구하
며 혁신, 사이버, 지정학 및 기타 트렌드로 인한 혼란을 포함한 새로운 Risk의 전체 스
펙트럼을 처리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비즈니스 의사 결정은 세금과 연관이 있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
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회사는 조세 및 관련 법적 요구 사항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이며 정교한 Tax 
and Legal Solutions이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구성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
니다.

Deloitte Indonesia는 고객에게 광범위하고 통합적인Tax and Legal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여러 분야의 통찰력과 혁신을 비즈니스 및 산업 지식과 결
합하여 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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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beth Imelda
Audit & Assurance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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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lda & Rekan
e: rsinaga@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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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Deputy Leader
Deloitte Touche Solutions
e: rkiantiong@deloitte.com

John Lauwrenz
Tax Deputy Leader
Deloitte Touche Solutions
e: jlauwrenz@deloitte.com

Edy Wirawan
Financial Advisory Leader 
PT. Deloitte Konsultan Indonesia
e: ewirawan@deloitte.com 

Brian Indradjaja
Risk Advisory Leader 
PT. Deloitte Konsultan Indonesia
e: bindradjaja@deloitte.com

Iwan Atmawidjaja
Consulting Leader
PT. Deloitt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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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rahermawan@hjplaw-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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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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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and Industry Leaders

Cindy Sukiman 
Energy, Resources & Industrials Leader 
e: csukiman@deloitte.com
 
Maria Christi
Consumer Industry Leader 
e: mchristi@deloitte.com

Steve Aditya
Life Science & Health Care Industry 
Leader 
e: staditya@deloitte.com

Brian Indradjaja
Technology, Media & Telecom Industry 
Leader 
e: bindradjaja@deloitte.com

Rosita Uli Sinaga
Financial Services Industry 
e: rsinaga@deloitte.com

Edy Wirawan
Government & Public Services
e: ewirawan@deloitte.com 

Dennis Yu Ying Li
Chinese Services Desk
e: yuyli@deloitte.com
 
Bang Chi Young
Korean Services Desk
e: bangchiyoung@deloitte.com
 
Tenly Widjaja
Japanese Services Desk
e: twidjaja@deloitte.com

Koji Sugimoto
Japanese Services Desk
e: kojisugimoto@deloitte.com

Mark Woodley
US & European Services Desk
e: marwoodley@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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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Private Desk
e: budiyanto@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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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lda & Rekan
Deloitte Touch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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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PP Lauw & Rekan 
Hermawan Juniarto & Partners 
PT Deloitt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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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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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200, 2992 8300

Surab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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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62 31 532 4342, 546 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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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affili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 legal and related services.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312,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 Chi Minh City,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Tokyo and Yangon.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Imelda & Rekan, Deloitte Touche Solutions, PT Deloitte Konsultan 
Indonesia, KJPP Lauw & Rekan and Hermawan Juniarto & Partn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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