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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싱가폴 조세조약의 개정 : 2022년 1월 1일자로
효력발생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7월 8일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폴 간의 새로운
조세조약 비준을 확인하는 외교문서를 싱가폴 대사관에 송부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1일에 싱가폴 정부가 인도네시아로 외교문서를 송부하였으며, 이로써 신규
조세조약 비준 문서 교환이 완료되었으며, 신규 조세조약이 발효되었습니다.
DGT는 후속적으로 동 조세조약을 발표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No.SE-501를
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조세조약은 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정보의 교환(EoI) 요청 : 2021년 7월 23일부터 효력발생;
• 원천징수세율, 세액 납부 및 공제 등을 포함한 기타 조항 :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발생.
또한, 동 시행규칙은 개정된 조세조약이 1990년에 체결된 조세조약 및 다자간
협약(MLI)에 따른 개정사항을 대체하며, 기존의 조세조약을 폐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DGT Circular No.SE-50/PJ/2021 (SE-50) dated 7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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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세조약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기존과 동일하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외의 경우 15% 경감세율 적용.
2.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유지. 그러나,
정부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규정 중단과 정부기관에 대한 범위 일부
개정됨.
3. 로열티(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기존 15%에서 로열티 유형에 따라 8%
또는 10%로 적용.
4. 지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기존 15%에서 10%로 인하. 그러나, 오일
및 가스 분야의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s)는 해당되지 않음.
5.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한 조항 추가 : 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함.
그러나, 특정 예외 및 제한 조건이 있음.
6. 정보교환(EoI) 조항의 확장 : 정보교환 조항이 2017년 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준용을 위하여 확장됨.
7. 조세조약 남용 방지와 관한 MLI 제7조의 주요 목적 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 조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혜택의 수혜자격 (Entitlement of Benefits)
조항이 추가됨.

개정된 조세조약의 자세한 사항은 기발행된 텍스플래쉬 2020 년 2 호(TaxFlash
No.02/2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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