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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보고서(CbCR)의 신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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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보고서(CbCR)의신규규정

인도네시아는 G20 국가로서 OECD CEPS Action 13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 이전가격 문서화

형식인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및 Country-by-Country

Report(CbCR, 국가별 보고서)를 도입하였다. 동 사항은 재무부 규정 No.213/PMK.03/2016 (PMK-

213)에 규정되어 있다. PMK-213과 관련한 사항은 TaxFlash No.01/2017을 참고하길 바란다.

DGT(인도네시아 국세청)는 2017년 12월 29일자로 DGT 규정 No.PER-29/PJ/2017(PER-29)를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CbCR에 대하여 국내 보고체계 및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룹회사는 소득의 국가별 배분, 경제 활동, 국가별 세금납부 현황 등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공통

양식에 따라서 관련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CbCR은 모회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그룹회사의

자회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모회사는 CbCR을 작성, 유지 및 제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룹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과세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CbCR은 다국적기업(MNE)이 소재하는 관할세무당국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교환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1월 26일자로 CbCR의 교환과 관련하여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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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213은 CbCR은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

또는 세무당국이 인도네시아가 CbCR를 입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국적기업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CbCR을 반드시 DGT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회사의범위

PER-29는 모회사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회사가 반드시 CbCR을 작성, 유지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인도네시아 모회사의 경우 그룹 내 자회사와 직접 및 간접적인 지배구조가 있는 경우, 해외소재 모회사의 경우

그룹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b. 세무상 소재국가의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

c. 그룹내 타종속회사로 부터 직접 및 간접적으로 소유되지 아니하나, 기타 법인으로 부터 직접 및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기타 법인이 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

d.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해연도 매출금액이 하기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 인도네시아 모회사의 경우 : IDR 11 trillion

2) 해외 모회사의 경우:

 모회사의 소재국가가 CbCR의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에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출금액이 € 750

million 이상인 경우;

 모회사의 소재국가에서 정한 매출금액 기준 이상인 경우

연결 매출액 금액이 IDR 11 trillion이상인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포함하여 그룹내에 다수의 구성회사가 상기의

매출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룹은 CbCR을 작성하여야 할 회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자회사의범위

PER-29는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a. 그룹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이 되며 다국적 그룹회사의 별도의 사업 유닛에 해당하는 경우

b. 회사의 크기 및 중요성으로 인하여 다국적 그룹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사업유닛에 해당하는

경우

c. (a)와 (b)를 포함한 다국적 그룹회사의 별도의 사업유닛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고정사업장이 규정, 세무신고

및 경영진의 지배 목적으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자회사의 CbCR의제출의무

인도네시아가 특정사유로 인하여 CbCR을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반드시 CbCR을 DGT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회사의 소재국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도네시아는 CbCR을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a. CbCR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



TaxFlash No.01/2018
PwC Page 3

b.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EOI, Exchange of Information)이 없는 경우;

c.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EOI)이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자동 정보 교환을 통하여 CbCR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인도네시아가 해당국가과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CbCR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조세당국간 협약(QCAA,

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b)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PER-29는 상기 (c) 항과 관련하여 정보교환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모회사의 소재국으로부터

CbCR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QCAA에서 협의한 사항 이외의 자동 정보교환협정 시행의 지연;

b. CbCR의 자동정보교환 시스템의 오류

DGT는 인도네시아와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된 국가 중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CbCR을 입수할 수 없는 국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자회사의 모회사 소재국가가 해당 리스크에 포함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반드시

CbCR을 DGT 공시이후 3개월안에 CbCR을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출기한내에 CbCR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DGT가 이를 요청할 예정이다.

모회사가권한을위임하기위하여대리인을지정하는경우

해외모회사가 다국적 기업그룹을 대신하여 CbCR의 제출을 목적으로 별도의 해외자회사를 모회사의

대리법인(Surrogate Parent Entity)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자회사는 하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CbCR의 제출의무가 없다:

a.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리법인의 정보를 DGT에 제출하는 경우;

b. 모회사의 대리법인이 세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CbCR의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2) 인도네시아와 QCAA가 체결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당 국가로부터 CbCR을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 모회사의 경우 CbCR의 작성의무를 타국가의 법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보고의무

CbCR은 세무연도말까지 이용가능한 데이타와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이 되어야 하며, 세무연도 종료후 12개월 안에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PER-29는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Notification양식의 신고 또는 CbCR(해당하는 경우)의 신고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인도네시아 자회사 또는 법인은 CbCR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신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Notification을 DGT에 제출하여야 한다. Notification의 표준양식은 PER-29에 포함되어 있다.

납세자가 CbCR의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CbCR을 Notification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인도네시아 모회사의 경우에는 CbCR을 PMK-2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으로 반드시 전자형식(XML

파일)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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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과 CbCR은 반드시 DJP 온라인 또는 수기로 세무서에 제출이 되어야 하며, 하기의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2016년 세무연도의 경우, 세무연도 종료 후 16개월 이내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8년 4월말까지);

b. 2017년 세무연도를 포함하여 그 이후 부터는 세무연도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제출.

납세자는 Notification과 CbCR의 제출을 하는 경우 제출확인증을 받게 될 것이다. 제출확인증은 익년도 CITR에

첨부되어야 하며, 이는 CbCR이 제출되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제출이후에 CbCR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DGT에 보고하여야 한다.

DGT 공고

DGT는 인도네시아와 하기의 협약이 있는 국가 또는 사법관할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a.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s);

b. 조세당국간 협약(QCAA);

c. QCAA가 체결되었지만, 자동정보교환 매커니즘을 통하여 인도네시아가 CbCR을 입수할 수 없는 국가.

동 공고는 DGT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될 것이며, 매년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박승찬 회계사 (park.seungchan@id.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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