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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 obligations under Tax Amnesty program 조세사면제도

과정 하에서의 Gateway 의무
2016 년 9 월 5 일, DGT 는 조세사면제도의 적용을 위한 Gateway 보고를 위한 절차에 대한 규정 No.PER12/PJ/2016(PER-12)을 발행하였다.
PER-12 는 DGT 에 보고하는 Gateway 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a) 특별 계정으로의 자금 개설과 유치
b) 투자 유치 목적의 투자 계좌 개설
c) 납세자의 투자 상태
1. 월 단위로 보고
2. Gateway 간의 자금이체 또는 투자가 있을 시
또한, Gateway 보고서는 외부 데이터 처리 부서의 본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직접 DGT 에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Gateway 는 경고 서한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거나 Gateway 폐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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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와 공개 매수에 대한 예외 사항 (An exception to the
requirement to disclose information and make a mandatory
tender offer)
Bapepam-LK 규정 No.KEP-264/BL/2011(KEP-264)의 부록 3.a에 따라 상장회사의 새로운 지배주주는
상장회사의 인수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개 매수(tender offer)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반면에, OJK(Otoritas Jasa Keuangan) 규정 Nㅐ.31/POJK.04/2015(POJK-31)은 지배주주가 변경된
상장회사는 신규 지배 주주에 대한 정보를 OJK에 통보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조세사면제도 시행 지원의 일부분으로 OJK는 2016년 9월 2일에 규정 No.35/SEOJK.04/2016 (SE-35)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조세사면제도를 신고함으로 인하여 상장회사의 신규 지배주주가 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의 적용
예외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SE-35 규정은 2016년 9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017년 3월 31일로부터 20
영업일 이후에 효력이 종료된다.
조세사면제도를 신청하고 상장회사의 지배주주로 공시된 납세자는 다음의 서류를 OJK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상장회사의 지분율 정보가 포함된 조세사면제도 승인서류의 사본
b) 납세자 명의의 주식 계좌를 통해 모든 취득 자산들이 이전되었다는 확인 서한

PSAK 70 : 조세사면제도 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
2016 년 9 월 19 일, 인도네시아 재무회계기준위원회(DSAK IAI)는 PSAK 70:”조세사면제도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PSAK 70)을 공표하였다. 동 기준의 공표 목적은 조세사면제도 법규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 규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된 PSAK 70 을 요약한 최신 Accounting News
Flash 를 참조하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 인도’ 신규 조세 조약
2016 년 2 월 5 일, 인도네시아에서 외교 문서(Diplomatic Notes)를 송부함으로써 비준 서류의 교환이 완료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인도 조세 조약이 발효되었다. 2012년 7월 27일에 서명된 이 조약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7 년 1 월 1 일,
인도의 경우 2017 년 4 월 1 일자로 발효되며, 1987 년 8 월 7 일에 서명된 조세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과세당국은 Circular Letter No.SE-31/PJ/2016을 통해 동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신규 조세조약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The current WHT rates are 10% for a company that holds at least 25% of the shares or 15% in all other cases.
Under the new tax treaty, the WHT rate will be 10% in all cases. 현재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이상
보유한 주주인 경우 10%, 이외의 경우는 15%가 적용된다. 신규 조세 조약에서는 원천징수 세율은 지분율에
상관없이 1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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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chnical service 에 대한 Royalty 와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로열티에 대한 원친징수 세율이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10%로 변경되었다. 신규 조세 조약은 또한 Technical,
Management, Consulting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도 동일하게 1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점세(Branch Profit Tax)율
지점세의 경우 현행 10%에서 최대 15%로 변경되었다. 동 변경사항은 오일과 천연가스의 생산과 수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자와 PSC(Profit Sharing Contract)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국제 운송과 관련한 선박의 운영에 대한 세금
신규 조세 조약에 따라, 국제 운송과 관련한 선박의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해당 기업의 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속한 거주국(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조세 조약은 국제 운송과 관련한
선박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국가(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0%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조세 조약은 국세 운송시에 재화와 기계장치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기타 설비 포함)의 사용, 유지 및 임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권을 일방체약국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컨테이너가 타방체약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식에 대한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
신규 신규 조세 조약은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을 파생하는
주식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였다.

6.

최근 정보 교환(EOI)
신규 조세 조약은 EOI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해당 국가의 세무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양국은 동 정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양국은 정보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 Nominee 또는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 및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는 사유로 만으로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7.

Limitation of Benefits 혜택의 제한
신규 조세 조약은 조세조약의 혜택 실질 거주자에만 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조항을
포함한 Limitation of Benefits을 포함하였다. 동 조항은 조세 회피를 낮추기 위한 국내법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세무상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거주 기간 등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는 조세조약을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8.

징수 협조
신규 규정은 양 국가 간의 세금 징수의 협조를 조항이 삽입되었다. 동 조항은 세금 징수 협조와 관련한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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