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세무 안내 

 집합 투자 계약(“KIK”)으로 취득한 채권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채권 시장 및 인프라 및 부동산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규정 2019년 55호(“GR-55”)를 발행하였다. 2019 년 8 월 12 일부터 시행되는 

GR-55는 이전 정부 규정 (예 : 2009 년 16호 및 2013 년 100 호)을 개정한다. 

 

GR-55는 인프라 투자 펀드, 부동산 투자 펀드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OJK등록 집합 투자 

계약으로 얻은 채권이자에 대한 최종 소득세를 기존 15%에서 2020 년 12 월 31 

일까지는 5%, 그 이후에는 10 %로 감면한다. 

 

GR-55는 또한“채권 (Bonds)”의 정의를 확장하여 지방 정부 발행 채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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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 투자 계약(“KIK”)으로 

취득한 채권 이자에 대한 

소득세 감소 

 
2. 금융 정보 자동 교환 

(“AEoI”) 파트너 목록 
발행 

 
3. 제 25 조 특정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처리 



 

금융 정보 자동 교환(“AEoI”) 파트너 목록 발행 

 

국세청장은 2019 년 7 월 10 일 Letter 05 / PJ / 2019을 통하여, AEoI의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한 AEoI 

파트너 목록을 발표 하였다. 브루나이, 알바니아, 가나 및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네 개의 새로운 AEoI 파트너가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이중 브루나이 만이 인도네시아와 조세 조약을 맺은 파트너다.  

 

AEoI 파트너는 현재 98 개의 참여 관할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는이 계약에 따라 82 개의 관할 구역에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제 25 조 특정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처리 

 

DGT는 2019 년 7 월 3 일에 소득세법 제25조 중 특정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의무에 관한 규정 번호 PER-32 / PJ / 

2010(“PER-32”)를 철회하고 규정 번호 14 / PJ / 2019(“PER-14”)를 발행했다. 

 

PER-14 이전에는 특정 개인사업자의 세금 처리에 대한 혼란 또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PER-32에 따라 특정 개인사업자 (예를 

들어, 소매 기업가)는 매월 제 25 조 소득세를 총소득의 0.75 %로 지불해야 했다. 한편, 2018년 정부 규정 번호 23호를 

적용하는 재무부 장관 번호 99 / PMK.03 / 2018에 따르면, 회계 연도에 총 매출액이 48 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고 최종 세금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개인 납세자는 총 수입의 0.5 % 최종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객이 원천징수). 

 

그러나 2018년 재무 장관 규정 번호 215호에 따라 회계 연도에 총 매출액이 48 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고 비 최종 분리과세 

또는 일반 법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개인 사업자는 총액의 0.75 %로 매월 제 25 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PER-14는 2019 년 7 월 3 일부터 시행된다.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Tax Partners: 

 
Melisa Himawan 

Tax Managing Partner 
Business Tax and Corporate License mehimawan@deloitte.com 

Ali Mardi Djohardi Business Tax alimardi@deloitte.com 

Balim Transfer Pricing bbalim@deloitte.com 

Cindy Sukiman Business Tax csukiman@deloitte.com 

Dionisius Damijanto Business Tax ddamijanto@deloitte.com 

Heru Supriyanto Business Tax hsupriyanto@deloitte.com 

Irene Atmawijaya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atmawijaya@deloitte.com 

John Lauwrenz Business Tax and Merger & Acquisition jlauwrenz@deloitte.com 

Roy David Kiantiong Transfer Pricing rkiantiong@deloitte.com 

Roy Sidharta Tedja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oytedja@deloitte.com 

Shivaji Das Transfer Pricing shivdas@deloitte.com 

Turmanto 
Business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turmanto@deloitte.com 

Yan Hardyana Business Tax yhardyana@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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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iddttl@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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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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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