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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mnesty – SPV Rules 조세사면제도 – 특정목적회사 규정 
 

재무부는 특정 목적 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조세사면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재무부 규정 No.127/PMK.010/2016 (PMK-127)를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6 년 8 월 

23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Scope 범위 

 

PMK-127 하에서 SPV 의 범위는 중개회사이며, 다음과 같다. 

 투자와 재무조달과 같이 설립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한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 

적극적인 사업활동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규정이 발표되지 아니하였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SPV 를 통한 간접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조세사면제도 적용을 

위하여 일반 규정인 재무부 규정 No.118/PMK.03/2016 을 따라야 한다. 

 

Asset declaration 자산신고서 

 

일반적인 조항들과 동일하게 SPV 를 통해 보유한 간접자산은 국내 및 국외 자산을 모두 포함하며, 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채는 동 자산과 상계가 가능하다.  보석금은 일반 규정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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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산에 대하여는 2%, 3% 및 5%를 적용하고, 국내로 송환되지 아니하는 국외자산에 대하여는 4%, 6% 

및 10%를 적용한다. 

 

Value to be disclosed 자산가치의 신고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에 SPV 의 지분율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여부에 따라 하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신고서에 SPV 의 지분율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간접 자산의 총 가치를 신고하여야 함. 

 납세자가 세무신고서에 SPV 의 지분율을 신고한 경우 : 간접자산의 총 가치에서 신고한 SPV 의 지분가치를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SPV 의 주주가 한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자산의 가치는 각 주주별 지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limination 제거 

 

납세자가 SPV 에 대여금을 제공한 경우, 동 대여금은 납세자와 SPV 간에 상계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SPV 를 통하여 제 3 자 펀드를 보유하고, 제 3 자 펀드가 납세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여금은 보석금 계산시 펀드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If a taxpayer provides a loan to the SPV, then the loan at the taxpayer and the SPV level is eliminated. 
 
If the taxpayer, directly or indirectly, places funds at a third party through the SPV, and that third party directly or 
indirectly provides a loan back to the taxpayer, then the loan value can be deducted from the funds value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the Redemption Money. 
 

Implications post-declaration 후속절차 

 

SPV 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간접자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SPV 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여야 한다. SPV 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은 납세자 또는 인도네시아 내의 법적실체로 장부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됨으로 자산 신고서상의 신고가액인 공정가액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상기 법적 실체는 납세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형태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소유권 명의 이전은 Statement Letter 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조항과 동일하게 인도네시아 내의 주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 계약이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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