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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Tax Alert 2021 년 11 월호 
Regulation 

COVID-19 관련 조세 혜택  업데이트  
 

대부분의 인니 사업분야가 COVID-19 영향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부문은 아직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1 년 10 월 25 일 재무부 장관(MoF)은 MoF 규정 번호 

82/PMK.03/2021 에 의해 수정된 MoF 규정 번호 9/PMK.03/2021 을 개정하기 위한 규정 

번호 149/PMK.03/2021 을 공표함. (2021 년 2 월 Tax Info 및 2021 년 7 월 Tax Allert 참조). 

PMK-149 은 2021 년 10 월 26 일부터 발효됨. 

 

PMK-9 는 특정 사업부문에 아래와 같은 조세혜택을 제공함. 

• 직원 갑근세(소득세법 제 21 조) 정부부담; 

• 중소기업 0.5% 최종분리소득세 정부부담; 

• 특정 건설업 최종분리소득세(소득세법 제 4 조 2 항) 정부 부담.; 

• 수입 관련 선납법인세(소득세법 제 22 조) 면제 

• 월선납법인세 50% 감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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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초과 납부에 대한 예비 환급. 

 

PMK-149 는 조세혜택 또는 PMK-9 에 따른 조세혜택 자격 요건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Klasifikasi Lapangan Usaha (KLU))의 수를 다음과 같이 

확장함. 

 

조항 
수입 관련 선납법인세(소득세법 

제 22 조) 면제  

월선납법인세 50% 감면  부가세 초과 납부에 대한 예비 

환급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LU 수 132 KLU 에서 397 KLU 로 증가 216 KLU 에서 481 KLU 로 증가 132 KLU 에서 229 KLU 로 증가 

PMK-9 에 명시된 요구 사항 외에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PMK-

149 에 추가된 KLU 가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납세자는 먼저 국세청(DGT) 

온라인 채널을 통해 면세 

승인서(Surat Keterangan Bebas 

(SKB))를 요청해야 합니다. 

인센티브는 SKB 발행일부터 

적용됨. 

2021 년 10 월 회계연도에 대한 

조세혜택을 신청하려면 납세자는 

2021 년 11 월 15 일까지 DGT 

온라인 채널을 통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MK-149 에 따른 조세혜택은 

2021 년 10 월부터 12 월까지의 

회계 기간에 대한 부가세 

환급(수정된 환급 포함)에만 

적용되며 환급 요청은 2022 년 

1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PMK-149 는 2021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직원 갑근세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0.5% 최종 소득세 또는 특정 건설업 최종소득세(소득세법 제 4 조 2 항) 세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혜택 활용 신고서 수정 마감일을 2021 년 11 월 30 일로 연기함. 

 

이전 PMK-9 규정상 조세혜택 자격이 없던 납세자는 변경된 규정에 의거 조세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조세규정의 조화에 관한 법률 공포 

 

2021 년 10 월 29 일 조세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이 2021 년 법률 번호 7 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음. HPP 법령은 아래 일정으로 발효됨.: 

• 소득세 규정: 2022 회계연도부터; 

• 부가세 규정: 2022 년 4 월 1 일부터 

• 탄소세 조항: 2022 년 4 월 1 일부터 (석탄 화력 발전소의 경우 IDR 30/kg CO2e 의 

요금이 부과됨); 및 

• 기타 규정: 2021 년 10 월 29 일부터. 

 

HPP 법령의 영향을 받는 기존 세법 조항에 대한 요약은 2021 년 10 월 Tax Info 참조. 

 
 
 

*****

PMK-149 is issued to 
provide assistance to 
some business sectors 
that still need support to 
recover from the COVID-
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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