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Flash

Tax Indonesia / January 2020 / No. 01

____________________

인도네시아의 다자간 협약(MLI)의 비준

Indonesia Ratifies
Multilateral Instrument P1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________________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 조세조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Instrument, MLI)을
비준하였습니다. MLI는 BEPS의 권고사항에 대한 전세계 3,000개 이상의
조세조약의 개정을 신속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6월 7일에 실시된 MLI 서명식에 참가한 68개국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서명식에 참석한 국가는 각 국의 MLI와 관련된
조세조약에 대한 유보사항 및 통보사항의 잠정 목록을 OECD에
제출하였습니다(즉, MLI의 개정에 관한 각 국가별 잠재적인 의견을 전달함).
시행은 각 국가의 정부 비준을 조건으로 하며, 이해당사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정식 비준을 기다려왔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통령령 77/2019(Presidential Regulation Number 77
Year 2019)의 공표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MLI를 공식 비준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한 바와 같이, 비준 문서는 인도네시아의 잠정적 지위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 비준된 문서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세조약은 33개에서 47개로 증가되었습니다. 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s)에 대한 MLI 17조 상 지위 역시 변동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이제부터 해당 조항을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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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 MLI에 대한 공식발효 이전 OECD(MLI 보관기관)에 대한 제출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몇달 이내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MLI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wC는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추가적인 내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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