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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건설 서비스에 대한 최종 분리과세 소득세율 

업데이트 
 

2022 년 2 월 21 일 인니 정부는 2008 년 규정 No. 51(2009 년 규정 No. 40 에 의해 

수정됨)에 규정된 건설 서비스에 대한 최종 분리과세 소득세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2022 년 규정 No. 9(PP-9)를 발행했음. PP-9 는 2022 년 2 월 21 일 부터 시행됨. 

일반적으로 건설 서비스에는 소득세법 제 4 조 2 항의 최종 분리과세 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원천징수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자진 신고 

납세를 통해 원천징수됨. 

 

건설 서비스가 건설공사의 기획, 수행, 감리로 구분되는 PP-51 과 달리 PP-9 는 건설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건물 건설에 대한 평가, 계획, 설계, 감리 및 관리의 전체 또는 일부 활동을 

포함하는 건설 공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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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3 월 31 일 

In this issue: 
 

1. Final income tax rates for 
construction services updated 

2. List of business sectors eligible for 
investment under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issued 

 
Customs Focus: 

3. Addition of goods classification 
and imposition of import duty 
tariffs on imported goods for 
motor vehic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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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건설·운영·유지·철거 및 재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수행; 및 

• 설계, 구매 및 건설(EPC) 모델과 설계 및 시공 결합 모델을 포함하는 건설 공사 

수행과 건설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통합 서비스 수행. 

 

적용 가능 새로운 최종 분리과세 소득세율은 제공되는 건설 서비스 유형과 특정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분류 및 자격 증명서에 근거함. 

공인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건설협회(lembag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가 등록하고 

공공사업주택부의 인가를 받은 기업 협회가 설립한 기업 인증 기관; 

•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의 인가를 받은 기업인증기관 

• MoEMR; 및 

• 전문 인증 기관(lembaga sertifikasi profesi)(개인이 제공하는 건설 서비스용). 

 

신규 최종분리과세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음: 

 

건설 서비스 최종분리과세 소득세율* 

소규모 기업 사업자자격증 (sertifikat badan usaha kualifikasi kecil) 또는 개인사업자격증명서 (sertifikat 

kompetensi kerja untuk usaha orang perseorangan)를 소지한 용역업체의 건설공사 수행 

1.75% 

 

법인사업자자격증 또는 개인사업자격증명서 없이 용역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4% 

 

중대형 또는 전문업 자격을 소지한 용역업체의 건설공사 수행 2.65% 

 

사업자자격증을 소지한 용역업체의 건설공사 통합 서비스 수행 2.65% 

 

사업자자격증 없이 용역업체가 건설공사 통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4% 

 

사업자자격증 또는 개인사업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건설 공사 컨설팅 3.5% 

 

사업자자격증 또는 개인사업자격증명서 없이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건설 공사 컨설팅 6% 

*건설 서비스 제공자가 고정사업자(PE)인 경우, 표에 기재된 최종소득세율은 해당 PE 에 해당하는 지점세를 포함하지 않음 

 

PP-9 에 따르면 2022 년 2 월 21 일 이전에 건설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 년 2 월 20 일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 PP-51 에 따른 최종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2022 년 2 월 21 일 또는 그 이후에 지불에는 PP-9 에 따른 새로운 최종분리과세 

소득세율이 적용됨. 

 

또한 PP-9 는 PP-9 에 배치되지 않는 기존 PP-51 에 따른 모든 시행령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PP-9 에 따른 최종분리과세 소득세율에 대한 평가/점검은 PP-9 발효 

3 년후 재무부장관(MoF)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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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득은 소득세법 제 17 조에 따르는 일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따른 적격 투자 기업 부문 

목록 발행  
 

2021 년 12 월에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신고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No. 196/PMK.03/2021(PMK-196)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은 VDP 

투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납세자가 투자할 수 있는 천연 자원 처리 및 재생 에너지 

부문을 결정할 것이라고 규정 (Tax Alert January 2022 참조). 2022 년 2 월 24 일에 

재무부장관이 적격 투자 부문 목록을 제공하는 결정서 No. 52/KMK.010/2022(KMK-

52)를 발행. VDP 계획(VDP I & VDP II)에 따라 자산이 인니에 있거나 해외에 있지만 

인니로 송환되어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되는 경우 세율이 감액됨. 적격 프로젝트 또는 

상품에 투자할 의사를 신고한 납세자는 2023 년 9 월 30 일까지 투자를 이행해야 함. 

 

KMK-52 는 VDP 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천연 자원 처리, 재생 에너지 및 관련 

부문으로 332 개의 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분류 (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KBLIs)) 목록을 제공합니다. 해당 KBLI 는 아래 업종과 관련됨. 

• 지열 산업; 

• 가공업; 

• 전기, 가스, 증기/온수 및 냉기 공급; 

• 용수 관리, 폐수 관리,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재생 활동; 

• 운송 및 창고업; 및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VDP 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KMK-52 의 KBLI 목록 검토를 통해 관심 투자 업종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는 VDP 요건 충족을 위해 투자 상품으로 

사모 투자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1 차 시장의 1 차 딜러(재무부가 지정한 은행 또는 

증권사)로부터 구매한 국영 증권(즉, 국채 및 정부/국가 샤리아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KMK-52 provides a list of 
natural resources 
processing, renewable 
energy, and relevant 
supporting sectors that 
are eligible for investment 
under the VDP.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alert-jan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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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포커스 

자동차산업 수입품에 대한 상품분류 추가 및 

수입관세 부과 
 

재무부 장관은 2022 년 규정 No. 13(PMK-13)을 발행 운송 산업에서 상품 분류 

시스템의 결정 및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에 관한 2020 년 규정 No. 17(PMK-

17)의 조항을 개정했음. PMK-13 은 4 륜 이상 자동차 산업 발전과 도로 운송을 위한 

배터리 기반 전기 자동차 프로그램의 가속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PMK-13 에 따라 2022 년 인도네시아 관세 목록 (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 

(BTKI)), 즉 운송 산업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98 장에 상품 분류 구조 및 수입 관세 

부과에 대한 추가 관세 항목이 있음. 추가 항목은 항목 9801 하위 항목 9801.90 아래에 

나열되며 PMK-17 항목 9801 아래 목록은 하위 항목 9801.80 까지만 표시됨.  

 

항목 9801.90 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음: 

 

번호 항목 내용 관세율 

 9801 

 

불완전하게 분해된 상태의 자동차; 엔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된 섀시 
 

 9801.90 

 

- 추진용 배터리 기반 전기 모터만 있는 4 륜 또는 그 이상의 전기 자동차: 
 

10819a 9801.90.10 - - 하위 항목 8701.20 의 세미 트레일러용 도로 트랙터 0% 

10819b 9801.90.20 - - 하위 항목 8702.40 의 운전자를 포함하여 10 명 이상의 운송을 위한 차동차류 0% 

10819c 9801.90.30 - - 하위 항목 8704.90 의 다른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차동차류 0% 

10819d 9801.90.40 - - 하위 항목 8704.90 의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0% 

10819e 9801.90.50 - - 항목 87.06 의 추진을 위한 전기 모터가 장착된 섀시 0% 

 

PMK-13 은 이 규정이 발효되는 일자(즉, 2022 년 2 월 28 일)를 기준으로 등록된 수입 

상품관련 세관 서류에 적용됨. 

 
 
 

 ***** 

PMK-13 adds certain 
electric motorized 
vehicles to BTKI to 
provide import duty 
incentiv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dustry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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