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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Updated Advance Pricing Agreement regulations issued
DGT는 APA(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 Advance
Pricing Arrangement)에 대한 update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요한 수정사항은 신청프로세스의 단순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 대한 Roll-back(소급적용)
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APA의 유효성 확대, ACR(
연례보고서, Annual Compliance Report) 제출폐지
등 요건완화, 새로운 갱신프로세스 등입니다. 또한 DGT
는 이전가격산출방법의 적용에 대한 guidance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제출기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재무부 규정 No.22/
PMK.03/2020 (PMK-22)에 의하여 2020년 3월 18일부터
유효합니다.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이전까지 납세의무자는 pre-filing 프로세스를 거쳤으나,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해 이제 납세의무자는 이제
APA 신청을 위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PMK- 22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APA가 적용될 첫 사업연도의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빠르면 12개월, 늦어도 6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tension of validity

이전까지 일방APA는 3 사업연도, 쌍방APA는 4 사업연도
동안 적용되었으나, 이제 두 APA 모두 5 사업연도 동안
적용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Roll-back(소급적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APA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open years) 중 적용사업연도와 조건 등이
거의 동일하고 다른 특정조건까지 충족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Roll-back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Annual compliance

이번 개정으로 더 이상 ACR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DGT는 계속 APA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특히, 그 APA 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영업활동을
검토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Extension process

이전까지는 APA가 적용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었으며, 그 신청은 완전히 새로운 신청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제 APA는 연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Roll-back과
유사하게, 적용사업연도와 조건 등이 거의 동일하고 다른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PA가 적용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빠르면 12개월, 늦어도 6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ther

DGT가 요청하는 행정적인 사항과 그 제출기한 관련,
이전 PMK-7과 비교하면, 그 중 몇몇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APA application도 말씀드렸듯이 APA가
적용될 첫 사업연도의 시작시점 6개월 전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전까지
평가에 대한 guidance는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전가격산출방법의 적용에 대한 guidance도
제공합니다.

KPMG Notes:
• DGT는 roll-back을 허용하는 등, APA의
유효성을 확대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PMK-22의 새로운 extension process에
따라 APA이 적용기간이 확대될 수 있다면,
납세의무자는 상대적으로 더 긴 사업연도동안
이전가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DGT는 이미 다양한 국가와 많은 APA를
체결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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