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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및 인수 시 세무상 장부가액 / Tax book value for 

business spin-offs and acquisitions 

 

재무부(MoF)는 최근 기업 합병, 통합, 분할 및 인수 시 자산 이전/인수에 세무상  

장부가액을 사용하는 PMK-561 을 발행하였습니다. PMK-56은 국영기업(SOE), 

기업공개(IPO)를 수행하는 납세자, 은행의 고정사업장(PE)의 구조조정에 

적용되는 기업분할 및 인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분할 

 

PMK-56에 따라 자산 이전에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관련 

분할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a. 기존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새 회사를 설립하고 자산 및 부채(A&L)의 일부를 

새 회사로 이전; 

b. 자산/부채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회사로 이전함으로써: 

i)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ii) 기존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iii)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분할거래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설규정 

c. 둘 이상의 기존 회사의 자산/부채 중 일부를 이전하여 기존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 – 신설규정 

 

 
1 MoF Regulation No.56/PMK.010/2021 (PMK-56) dated and effective from 4 June 2021 as an amendment to MoF 
Regulation No.52/PMK.010/2017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205/PMK.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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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b) 및 (c)에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정부로부터 추가 자본을 확보하고 분할하는 SOE가 SOE의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또는 

b. 분할을 수행하는 SOE (단, 다음의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함) 

i) 해당 구조조정이 2021년 1월1일 이전 시행됨; 

ii) 주식양도거래가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거래되지 않음;  

iii) 구조조정 및 자산의 양도 거래가 국영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  

 

기업분할에 대한 모든 세무상 장부가액 적용 신청은 분할법인이 하여야 합니다. 

 

IPO를 수행하는 적격 납세자의 경우 IPO는 세무상 장부가액이 승인된 후 2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기존 재무부규정상은 1년 적용). 이 조항은 SOE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합병 

 

PMK-56은 인수합병에 대한 세무상 장부가액 적용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 

합니다. 

a. 은행 PE의 자산/부채를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회사(Wajib Pajak Dalam Negeri/WPDN)에 이전하고, 해당 PE는 

소멸되는 구조의 은행 PE 인수(이전에는 합병으로 설명); 또는 

b. SOE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하기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WPDN의 자산을 다른 

WPDN으로 이전하는 경우: 

i) WPDN의 소유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납입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자회사의 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ii) 인수한 회사가 현재 인도네시아 자본시장법에 따르는 PT 회사인 경우; 

iii) 구조조정이 FY21 초까지 진행됨; 

iv) 양도거래가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음; 

v) 구조조정 및 자산의 이전이 국영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 

 

상기 (a)에 따른 세무상 장부가액 적용 신청은 “양수회사(receiving entity)”가 

해야 하고 (b)의 경우 “양도회사(transferring entity)”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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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및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 재협상 사항에 대한 비준 – 통지서 

교환 절차 대기중 

 

대통령은 최근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 조세조약과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조세조약 비준과 관련해 PR-342와 PR-353 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조세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와 UAE는 먼저 조세조약을 

비준해야 하고, 이후 양국은 비준에 관한 통지서를 교환해야 합니다. 통지서 

교환이 완료되면 조세 조약이 발효되며 발효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Indonesia – UAE 조세조약 

 

2019년 7월 24일 인도네시아와 UAE는 재협상된 조세조약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5월 5일 인도네시아는 PR-34를 통해 조세조약을 비준했으며,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항에 협의하였습니다: 

a.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 수수료에 대해 5%의 원천세 부과; 

b.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탄소세 과세; 및 

c. 이자원천세 5%에서 7%로 인상 

 

다자간 협정에 따라 수정된 조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기의 수정사항도 

재협상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a. 고정사업장(PE) 정의의 확장; 

b. “Principle Purpose Test”의 도입;  

c. 양도소득(Capital Gains) 과세 권한에 대한 변경. 

 

Indonesia – Singapore 조세조약 

 

2020년 2월 4일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재협상된 조세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인도네시아는 PR-35 발행을 통해 조세 조약을 비준했으며, 

해당 조세조약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xFlash No.02/20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Presidential Regulation No.34 Year 2021 (PR-34) dated and effective from 5 May 2021 
3 Presidential Regulation No.35 Year 2021 (PR-35) dated and effective from 11 May 2021 
 

https://www.pwc.com/id/en/taxflash/assets/english/2020/taxflash-2020-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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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납세자(“Certain Criteria Taxpayer”)의 장부기장 및 기록 

(Recording and Bookkeeping) 

 

국세기본법(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KUP)에 따라 사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기장(“Bookkeeping”)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 납세자는 입출납에 대한 "기록"(“Recording” 

“pencatatan”)만 수행하면 됩니다. 

Recording 

GR-94 에 따라 입출납에 대한 “Recording”을 할 수 있는 특정 개인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연간 총 매출액이 IDR 4.8 billion 미만이고 간주수익율 방식을 사용하여 

과세소득 산정 및 관련 세금 신고납부가 가능한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납세자("deemed method taxpayer"); 

b. 사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예: 직원); 또는 

c. 특정 기준(“특정납세자”)을 충족하는 경우 – 신설 

 

상기 (c)와 관련하여 PMK-545 는 다음과 같은 개인납세자를 “특정납세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a. 사업활동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수행하고; 

b. 총매출액이 IDR 4.8billion 미만으로 모든 매출액이 Final Tax 납부 

대상이거나 비과세 대상인 경우. 

 

위의 (a)에서 (c)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자는 사업활동/프리랜서 활동이 아닌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일반 과세 기준이 되는 총매출(및 공제가능 비용)에 대해서 

여전히 “recording”을 하여야 하며, Final Tax 또는 비과세소득에 대한 기록도 

포함해야 합니다. (a)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일반 세금이 부과되는 사업/프리랜서 

활동의 총매출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합니다. 

 

GR-9 에 새로 추가된 상기 “특정납세자”는 FY21 부터 “Recording”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Government Regulation No.9 Year 2021 (GR-9) dated and effective from 2 February 2021 
5 MoF Regulation No.54/PMK.03/2021 (PMK-54) dated and effective from 2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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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기준 장부기장 

 

PMK-54 는 2022 회계연도(FY22)부터 "발생기준" 대신 "현금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납세자에 대한 기준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영세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상업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기장을 

수행해야 하는 자; 및 

b. “Deemed method taxpayer”에 해당하는 자로, “Recording”을 선택하는 

“특정납세자” 또는 법인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이 IDR 4.8 billion 미만인 

납세자.  

 

납세자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또는 그 반대로 1 회에 한하여 전환이 

가능합니다. FY22 부터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기장을 유지하는 개인납세자는 향후 

“Recording” 방식을 사용하거나 “Deemed Metho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 제출  

 

“Deemed Method Taxpayer”만이 Deemed Method 를 사용할 수 있고 

“Recording”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기준”을 

사용하려는 납세자는 연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절차는 

PMK-54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신고를 위한 전자서명 Electronic signature for tax matters 

 

재무부(MoF)는 납세자와 국세청(DGT)을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PMK-636을 발행했습니다. 

 

PMK-63 은 전자서명의 두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a. 인증된 전자서명(eSign)  

인증된 eSign 은 통신 및 정보 기술부(Kementerian Komunikasi dan 

Informatika/Kominfo)에 등록된 공급자가 발행하는 Electronic 

Certificate(“EC”)으로써 재무부가 EC Provider 로 지정한 자의 전자서명. 

b. 인증되지 않은 전자서명(eSign) 

동 전자 서명은 DGT 에서 발급한 인증 코드를 사용함. 

 

 
6 MoF Regulation No.63/PMK.03/2021 (PMK-63) dated and effective from 8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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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DGT 와 관련된 과세 권리 및 의무에 관련하여 전자서명(인증여부 

무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전자서명은 DGT 가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특정 

전자문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PMK-63 에 

규정된 채널을 통해 또는 DGT 에 신청서(Manual Form)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Sign 으로 작성된 전자문서는 DGT 웹사이트, 연락센터 또는 DGT 시스템에 

통합된 기타 웹사이트/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DGT 는 문서가 

완전히 제출되면 전자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유효한 전자서명으로 완성된 전자 

문서는 수동 서명으로 완성된 하드카피 문서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과세부과 결정, 고지, 징수 등과 관련된 전자문서 발급에 대해  DGT 는 DGT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전자이메일 발송, DGT 시스템에 통합된 기타 

웹사이트/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DGT 에서 발행한 전자세금식별자(예: EC, EFIN 및 인증 코드)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고, eSign 적용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DGT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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