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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신규 규정 

 

인도네시아 국세청(DGT)는 2019년 1월 23일자로 국세청 규정 No.PER-

02/PJ/2019 (PER-02)를 발표하였습니다. PER-02는 모든 유형의 월별 및 연간 

소득세 신고서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일련의 규정이며, 기존의 DGT 규정을 

대체합니다. 

 

PER-02는 아래에 해당하는 세무서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반드시 e-Filing을 

통하여 법인세 신고서(Corporate Income Tax Return, CITR)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간 규모 납세자 담당 세무서(Madya); 

2. 하기의 자카르타 소재 세무서: 

a) 외국인 투자 회사 담당 세무서(Penanaman Modal Asing/PMA); 

b) 외국법인 및 외국인 담당 세무서 (Badan dan Orang Asing/Badora); 

c) 상장회사 담당 세무서 (Perusahaan Masuk Bursa/PMB) 

3. 대기업 담당 세무서 (Large Tax Office/LTO). 

 

동 규정에서 주의할 개정사항은 CITR제출시 첨부서류로서 이전가격문서(마스터 

파일, 로컬파일 및 CbCR)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동 개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이전가격 문서가 법인세 신고서 제출기한(일반적으로 

4월)까지 준비가 어려우며, 이 경우 이전가격 문서를 첨부하지 않은 CITR은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실무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PER-02는 모든 유형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일반적인 행정규정이며, 이전가격 문서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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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무부 규정 

No.PMK-213/PMK.03/2016 (PMK-213)와 국세청 규정 No.PER-29/PJ/2017 

(PER-29)이 이전가격 문서의 보고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MK-213은 마스터 파일과 로컬파일은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이전가격 문서의 보고와 

관련하여서는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요약양식(Ikhrisar)만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PMK-213은 국가별보고서(CbCR)은 익년도 소득세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CbCR이 DJP 온라인 웹사이트의 e-

CbCR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CbCR의 제출은 e-CbCR시스템에서 발부되는 

제출확인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규로 발표된 PER-02와 기존의 PMK-213은 

상충하고 있으며, PMK-213이 PER-02보다 상위규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 

또는 시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 Tax Flash 2019 #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박인혁 회계사 

Email: taehun.jung@id.pwc.com Email : inhyuk.park@id.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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