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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개요

• 국가명 : 인도(Republic of India)

• 위치 : 서남아시아, 아라비아해와 뱅골만 사이

• 기후 : 대체로 열대몬순

• 면적 : 3,287천 ㎢ (한반도의 15배, 세계 7번째 크기)

• 인구 : 1,129백만명(2006/2007), 세계2위

• 행정구역 : 주(28개), 수도, 연방직할지(6개)

• 수도 : 뉴델리(New Delhi)

• 언어 : 힌디어(대표), 영어 등 18개 공영어

• 주요민족 : 인도아리안족(70%,중북부), 

             드라비다족(남부), 몽골로이드족(동북부)

• 종교 : 힌두교(81%), 이슬람교(13%), 시크교, 기독교, 불교 등

2. 인도의 경제

  • GDP : US$ 11,317억 (2007년)

  • 화폐단위 : Rupee(Rs)

  • 환율 : 1US$당 42.8Rupee (2008.6월), 1Rs=23.72kw(2008.7월)

  • 회계연도 : 4월1일 ~ 3월31일

  • 산업구조 : 농림수산업 18.3%, 광공업 27.6%, 서비스업 54.1% 

(2005.4~2006.3)

    * 광공업 중 제조업 16.0%

  • 무역 : 수출 US$ 1,245억, 수입 US$ 1,812억 (2006.4~2007.3)

  • 외환보유액 : US$2,753억 (2007.12월)

I. 일반 개황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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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PA정부의 공동경제계획(CMP)

2004.5월 집권한 국민회의당과 좌파의 연합정권인 UPA정부는 연립정권내의 

경제정책으로 공동경제계획(Common Minimum Program, CMP)을 수립 발표하

였다.

CMP는 사회적 화합의 증진, 사회 각 계층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경제성장 

지속, 농민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여성에 대한 정치․경제적 권한 강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제공, 과학자, 기업가 등 사회 전문가들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6대 원칙하에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 경제계획(CMP)의 주요 내용

부  문 내    용

재정정책

집권 기간중 7~8%의 GDP 성장 지속, 2009년까지 재정적자 해소, 

부가가치세제의 조속한 도입,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세금

에 대한 가산세 도입 등

노동 및 고용

국가고용보장법 도입을 통해 최소 연간 100일의 고용 보장, 고용 

및 해고 절차 강화, 하위 신분계층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무 고용 

논의, 노동법 개정

자본 시장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투자 장려, 투기자본 유입의 억제, 인도증권거

래소 활성화

민영화
수익을 내는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금지, 적자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 참여 도모

인프라 및 산업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핵심산업, 기술, 수출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적극 유치

농 업 농가 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하, 공적분배제도 강화

* 자료 : 수출입은행 

이러한 CMP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인도 경제계는 당초의 개혁정책 후퇴 우려

를 불식하고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신정부가 CMP에 부가가치세제의 

조속한 도입, 재정적자 해소, 공기업 개혁, 노동법 재검토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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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MP에 포함되어 있는 서민층에 대한 각종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 악화와 정부와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하위

계층에 대한 고용 할당제의 민간 기업적용 검토에 따른 민간부문의 반발이 초

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인도에서도 유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는데 싱 총

리는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서는 석유소비세를 낮추어 소폭인상

하고 부유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솔린에 대해서는 석유소비세를 높여 인상폭

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천결과 최근 인도경제의 주요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 최근의 인도경제동향

(1) 제조업의 고도 성장 지속, 9%대 경제성장 견인역할

인도는 2006회계연도에 9.4%, 2007년 회계연도에 9.0%의 높은 경제 성장률

을 기록하고 있다. 루피화 강세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금리인상 조

치도 인도의 고도 경제 성장 트랜드를 꺽지 못하고 있다.

인도 GDP 성장은 인도산업구조의 5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성장이 주도

해 온 것이 사실이나, 최근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 제조업의 성장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제조업에 대한 인도 정부의 열의와, 인도소비시장의 폭발적인 신장으로 인해 

수입 물량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어 앞으로

는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기

계산업, 철강 등 중간 자본재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2008년 

이후도 제조업이 활발하게 성장할 것이다.

인도는 한국의 제조업 중 조선업과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의 유치를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포스코의 2008년 일관제철소 착공 및 첸나이에 삼성

전자 제2공장의 건설, 현대자동차 제3공장 건립 검토, 로템의 전동차 생산 확

대 계획 등 자동차와 전자제품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존 한국업체들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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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확대를 하고 있다.   

(2)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부동산시장

인도에서 아웃소싱 비지니스 다음으로 뜨거운 화제가 되는 사업은 부동산시

장이다. FDI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 경제특구와 인프라, 지속적인 고성장률 덕

분에 부동산은 수익성이 좋은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의 비상업용 지구에서의 영업 불허정책과 산업발전에 따라 상

업용 사무실 공간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인도 정부의 지나친 환경 규제나 행

정 절차 지연으로 사무실 공급이 늦어지면서 전형적인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것이 주택으로 향후 몇년간 2천

만 가구 이상이 지속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메릴린치는 인도 부동산시장이 연평균 30%씩 성장해 61억 파운드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인도브랜드자산기구(IBEF)에 의하면 블랙스톤그룹, 골

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90여 외국 투자자들이 이미 인도에 들어와 활동중이며, 

HDFC 부동산펀드, DHFL 벤처펀드, ICICI부동산펀드 등도 인도에서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견제하기 위해 2007년 7

월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부

동산 시세가 꼭지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델리 일부지역의 주

택가격에 대한 거품론이 대두되고 있다.

(3) 루피화 절상 및 경제개방속도의 조절 정책

인도 경제의 개방 가속화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경기과열과 외

국 자금의 유입에 따른 루피화 평가 절상으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리고 급진

적인 산업화에 따른 마찰이 곳곳에서 일어나 인도정부는 개방 속도 조절에 나

서고 있다.

인도의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자국통화인 루피화의 평가 

절상이 되어 2007년 회계연도의 인도화폐가치 절상률은 12%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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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루피화 강세가 지속되자 수출이익 목표가 감소하고 IT서비스, 섬유, 

가죽, 설탕, 제약 등 주요 수출분야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 증대로 인한 수요 증가로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인플

레이션 증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수입품에 대한 가격 안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루피화 환율이 수출과 수입에 미칠 상반된 영향 때문에 인도 정부는 고민하

고 있으며, 인도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도 루피화 변동성에 더욱 정확한 분석

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소매유통시장의 개방요구가 강력해 지고 있어, 인도정부

는 금융자유화 속도조절책으로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규

제하고 있고,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의 외국인기관투자가의 참여증권발행 및 하위 

계좌에 대한 규제정책, 2009년의 금융자유화 조치발표 내용 등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규제에 관심이 쏟고 있지만, 인도의 9% 연속 성장세를 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4) 경제특구 건설 관련 저항

최근 인도의 급속한 산업화 결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제특구 승인

과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경제특구는 주변 지역 인프라 개발, 일자리창출, 수

출장려, 외화유치에 큰 역할을 하지만, 부지 매입에 대한 합의부족, 농업용지의 

산업용지로의 전유, 산업을 위해 원주민을 희생시킨다는 인식,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 협상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 특구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경제특구에 부여되는 혜택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재무부와 상공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농업용지를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인구증가와 식량문제등의 거론, 경제특구내에서 

적용되는 노동법인 노동자의 실리에 반한다는 주장 등의 저항에 따라 일부 프

로젝트들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5) 세계적 M&A강자로 부상

인도의 M&A 증가세는 특히 지난 몇 년간 두드러졌다. 2005년에 343건이던 



8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M&A 건수는 2006년에 480건, 2007년 6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M&A 금액

도 2007년에 511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2007년에 발표된 국제(crossborder) M&A 금액은 전년에 비해 세배 이

상 증가했다(국제 M&A는 해외기업의 인도 기업 인수인 인바운드와 인도 기업

의 해외 기업 인수인 아웃바운드를 모두 포함). 

국제 M&A가 급증한 반면 국내 기업 간 M&A 규모는2005년 68억 달러에서 

2006년 50억달러, 2007년에는 28억 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8년 들어 국

내 M&A 금액의 감소 추세가 전환되어 2008년 상반기에 2007년보다 크게 증

가한 42억 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 간 M&A건수는 2005년 151건에서 

2006년 214건, 그리고 2007년에는 321건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 상반기에는 

109건을 기록했다.

역대 인도 최대 규모 M&A 중 다수가 2007년과 2008년 상반기에 이루어졌

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에 체결된 M&A 중 최대 규모의 계약 두건은 

2007년에 성사된 전체 M&A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42%나 된다.

2007년에 이루어진 ‘10억 달러’이상의 M&A는 7건에 달한다. 2008년 7월까지 

‘10억 달러’이상의 M&A가 이미 6건이며, 2008년 말까지 더 많은 건수가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M&A급증은 인도의 긍정적인 거시경제 지표와 규제환경 개선과,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여온 결과로서, M&A

를 통해 인도 기업들은 고객 기반, 시장, 유통채널,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덕분이다.

M&A는 IT와 ITeS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약, 철강, 전자, 에너지,통신, 

석유, 가스자원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하며, 대표적인 M&A로는 타타스

틸의 영국 코러스그룹 인수(120억$), 힌달코의 캐나다 노벨리스 인수(59억$), 

수즐론 에너지의 RE파워 인수(17억$), 에사르 그룹의 캐나다 알고마 스틸 인수

(15억 5천만$)등이다.

인도정부는 M&A상승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0%에서 400%로 올렸으며,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5%에서 

35%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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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프라 투자의 증대 

인도의 고성장 지속에 제동을 걸수 있는 것을 꼽으라면 대부분 인프라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므로 인도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만도 약 5천억$이다.

아시아개발은행, ICICI은행, IIFCL 등도 인프라펀드 조성 등 인프라부문에 

대하여 집중투자하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는 도로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5년간 

100% 세금면제(이후 5년간 30%경감), 양허기간 30년으로 연장, 건설장비수입

에 대한 세금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7) 지속적인 자동차산업의 성장 및 소형자동차 시장의 경쟁 가열

인도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속적인 외국기업투

자 증가, 세율인하를 통한 내수수요 증대, 산업활동 증가에 따른 수요 창출, 중

산층 인구의 급속 확산 등으로 앞으로도 급속한 수요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에는 현지 업체를 포함해 완성차 업체 13개사가 소형차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마루티 스즈키, 스위프트(SWIFT), 젠 에스틸로(ZEN ESTILO), 

타타 모터스, GM, 혼다, 도요타, 현대자동차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가 인도 소형

차 시장에서 초저가 가격공세, 첨단제품을 탑재한 고급사양 등으로 승부수를 내

고 있다.

(8)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증대

인도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부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증

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농촌인구가 전체의 약 70%에 달하므로 인도정부는 농촌 거주자의 소득 

향상 없이 전체 사회의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농촌개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가농촌고용보장(NREG)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앙정부는 2006년 200개 빌리지

(인도의 농촌행정 단위)의 7,500만 명을 1차 사업대상으로 정하고 1,500억 루피(약 

3조 4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농촌의 소비시장 확대를 위하여 농촌에 자금지

원을 하고 있다. (농업 신용대부, 농업 및 농촌개발은행에 농가채권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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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도 농촌지역의 소비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어, 가

전판매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 가전제품회사등이 농촌지역의 판매망 확충에 힘

을 쏟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도의 농촌 소비시장의 확배는 소매 유통점이 

얼마나 확산되느냐와 농업의 GDP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의 다른 소

득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9) 금융부문의 성장성과 규제완화는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

1991년 외환위기로 인해 인도 상업은행의 부실채권문제 등으로 금융시장 여

건이 악화되었으나, 1998년부터 인도정부가 본격적인 금융개혁에 나서기 시작

하여 상업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금융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한 활발한 해외자본 유입으로 주식

시장은 가격과 규모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인도의 고성장은 금융부문의 수요 확대 요인이 되어 Private Banking

과 소매 금융시장 등에서 빠른 성장을 보일 전망이고, 외자계 은행들의 인도 시

장진입이 가속화고, 2009년 이후에는 외국인 적격 투자자의 현지은행에 대한 

M&A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인도 시장에 대한 선점과 수익창출 기회 확보 등을 

위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인도의 정치 및 외교

• 독립일 : 1947. 8. 15 (영국)

• 정부형태 :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연방제 형태

• 정부성향 : 중도중립

• 국가원수/정부수반 : 대통령 / 총리(수상)

• 입법부(의회) : 양원제 (상원 250석, 하원 545석)

• 사법부 : 연방대법원, 주 최고법원, 지방법원

• 주요정당 : 인도인민당(BJP), 국민회의당(Congress India), 

인도공산당(CPI), 사회당 등 

• 국제기구가입 : UN, IMF, IBRD, ESCAP, UNCTAD, WTO, SAARC 등



Ⅰ. 일반 개황  11

가. 세계시장에서의 정치적위상 강화와 국내정권(UPA)의 시련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와 급성장하는 경제를 앞세워 세계무대

에서 잠재적인 초강대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력 측면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의 

리더로 인식되며 여러 나라와 오랜 협력을 맺고 있다. 또한 강대국들과의 등거

리 외교 귀재로 불리며, 미국, 중국, EU, 일본, 이스라엘, 중남미, 아세안 국가

들과 경제․외교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고 아프리카 연합, 영연방, 아랍국들과

도 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일본과 

인도는 전략적인 제휴관계 수립, 문화적 외교관계 강화 등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2007년을 ‘인도-일본 우정의 해’로 정해 일본의 활발한 인도 인프

라 프로젝트 추진 등 대규모 투자계획 등으로 일본과의 화합무드가 절정에 다

다르고 있다.

현재 인도 국민회의연정과 좌파진영이 협력하여 UPA연정을 이끌고 있으며 

BJP가 주축이 된 NDA연합이 야당을 형성하고 있다.

※ 정당별 의석 분포

 구 분 의석 수 비  고

합  계 528

INC 연합 223 여 당

NDA 연합 176 야 당

좌 파 60 여 당

기 타 69

( 단위 : 석 ) 

국내적으로는 정권을 잡고 있는 UPA 정권이 정보자유법, 고용할당제 통과, 

8%가 넘는 GDP성장률, 농촌개발 프로젝트(Bharat Nirman) 실시,  외환보유

액 2천억 달러 달성, 항공과 통신분야의 FDI 확충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OBC 학생을 위한 할당정책, 타 나두와 깨랄라주 사이의 물분쟁, 농

민 자살문제, 대법원과의 충돌, 낙살리즘과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미약, SEZ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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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EZ지역의 차이, R&R정책(주민이주정책), 소매유통분야의 FDI위기, 물가

상승과 미국과의 핵무기 관련 처리 등에서 뚜렸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부족법(Tribal Act), 연금법, 고인플레이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회담에 

대한 우호세력(인도 마르크스공산당, CPM)과의 반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

면하고 있다.

나. 첫 여성대통령 선출 및 카스트제도의 불가촉천민과 브라만의 연합

2007년 7월 인도는 UPA 정권(집권연정인 통일진보연합)이 후보로 내세웠던 

프라티바하 파틸 여사(72세)가 인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인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례적, 상징적 존재이다. 인도 

국민들은 파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5월 대중사회당(BSP)의 마야와티 총재가 불가촉천민인 달리트

계급과 카스트의 최상 계급인 브라만 모두의 지원을 얻어 당선됨으로서 인도 

앞날의 정치구도에서 카스트끼리의 연합전선이 가능함을 보여주게 되었다.

다. 비동맹주의와 균형주의로 일관된 외교정책

1947년 독립이후 인도가 채택해 온 외교정책은 크게 비동맹주의와 균형주의

로 구별할 수 있다. 인도는 광활한 국토와 다민족, 다종교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독립초기부터 국가단결이 최대의 과제였고, 이에 따라 외교정책 채택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동맹주의를 선택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선진제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침략을 당해왔기 때문에 일찍부

터 강대국간 상호견제에 의한 균형주의를 통해 자기방어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들어 미․소 양(兩)대국에 대한 균형적인 비동맹정책으로 전환하여, 

미국을 비롯한 대서방 세계 접근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 EU, 일본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가 더욱 긴 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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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의 문화

가. 다양한 종교문화

인도는 세계적 종교 발상지인 동시에 근거지이다. 각 시대를 통해 인도인들은 

강한 종교적 기질을 보여왔다. 이러한 기질 때문에 힌두교·자이나교·불교·

시크교 등 고유 종교가 발달했을 뿐 아니라 이슬람교·그리스도교·유대교·조

로아스터교 등 외래 종교 또한 성장할 수 있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는 애니미즘으로 아직도 산탈족·빌족·곤드족 등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들에 의해 신봉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전통 종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힌두교로 그 기원은 BC 2000~1500년경 아리아족이 성립

시킨 베다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인도 국민의 약 83%가 믿는 

힌두교는 강력한 국민 통합요소이기도 하지만 카스트 제도와 함께 분열요소가 

되기도 한다. 자이나교와 불교는 BC 6~5세기경에 힌두교에서 맨 먼저 파생된 

종교이다. 자이나교는 지금도 구자라트와 라자스탄 지역에 넓게 퍼져 있다. 이 

종교의 비폭력주의와 금욕주의는 힌두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마하트마 

간디도 이 두 원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불교는 이 종교를 신봉했던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시기에 인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아

소카 왕 사후 불교의 영향은 점점 줄어들어 다시 힌두교에 우위를 빼앗겼다. 하

지만 불교는 티베트·중국·한국·일본·몽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전파되어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이와는 달리 자이나교는 인도에만 국한되어 있다. 현

재 인도에는 불교도가 약 400만 명, 자이나교도가 약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

로 추산된다.

외래 종교로는 정복자들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이슬람교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렸다. 이슬람교는 처음에 상인들이 들여왔으나 이슬람교도의 침입에 힘입어 

16세기 무굴 제국이 건설된 이후에는 인도의 대부분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슬람교가 지배적이던 지역이 독립 당시 파키스탄으로 분리됨으로써 현

재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인도 국민의 10%를 약간 넘는 정도이다. 그리스도교

의 일종인 조로아스터교는 7, 8세기 이슬람교의 박해를 피해 인도로 흘러들어온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오늘날 그 후손들은 주로 봄베이에 모여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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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는 BC 52년 사도의 하나인 토마가 인도 서해안에 상륙하여 몇 개의 

교회를 건설하면서 처음 전파되었고 19세기 유럽인의 진출과 함께 그리스도교로

의 개종이 다시 시작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도의 수는 전체 인도 국민의 약 

3%에 머물러 있으며 코친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나. 치밀한 국민정서와 가족중심적인 문화

과거에 인도하면 더럽다, 느리다, 거짓말을 잘 한다 등 주로 일상에서 접하면

서 느끼는 단편적인 감정으로 국민정서로 생각하고 했으나, 최근 비지니스로 상

대하는 인도인 들을 본다면 결코 뒤떨어진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

히려 유창한 영어에 해외유학과 자기자신의 이해를 치 하게 계산하는 인도인 

특유의 치 함이 두드러진 경우가 많다.

또한 인도인들은 가족중심적이며 본인과 가족의 안녕과 이익에 충실한 나머

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질서가 없으며,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도 당당하

다.(특히 꼴까타인)

5.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외교관계

남북간 동시수교국으로, 한국과는 1962년 3월 영사관계를 수립한 이후 1973

년 12월 10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으며 북한 역시 1962년 영사관계 

수립을 거쳐 1973년 12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인도는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 주요 체결협정 

인도는 경제문제 등에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다. 양국간에는 1974

년 8월에 맺은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문화협정(1974. 8), 과학기술협력협정

(1976. 3) 및 이중과세방지협약(1985.7)이 체결되었다. 이 밖에 항공협정(1992. 

3), 투자보장협정(1996. 5), 투자촉진협력협정(2003. 10)이 체결되었다.

 또한 한국-인도간 FTA로 알려진 한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F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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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공동연구그룹의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2007

년 12월 제9차 협상까지 마무리 했으며, 2008년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지

만, 인도가 일본과의 CECA 협상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측

하기가 힘들다.

다. 무역현황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경제 교류는 인도의 개방정책 실시 이후 본격화되었다. 

교역량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2006년 대인도 수출액 5,532백만 달러, 수입

액 3,64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수출 20.3%, 수입 72.4%나 증가했으며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게 있어 인도는 세계 11위의 수출대상국이고 18위의 수입대상

국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철강품, 휴대폰, 선박, 석유제품, 

기계류 등이다. 휴대폰을 비롯한 무선통신기기는 몇 년간 인도수출을 이끌어 왔

으나 최근에는 현지 생산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반면에 자동차부품 

수출은 현대자동차의 현지영업이 활발해지고 현지의 자동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편 산업화가 진행되며서 철강판 및 기

계류 등의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도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천연섬유사, 식물성물질 등이며, 특

히 석유제품 및 기타 금속광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대인도 전체 

수입액이 72.4%나 늘어난데 이어 2007년에도 1월 ~5월 기간 중 전년 동기 대

비 47%나 증가했다. 기타 금속광물 및 철광의 경우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급증

하고 있으며 합금철선철 및 고철의 경우도 100%가 넘는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원확보차원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말한다.

라. 투자교류

우리나라는 2007년말 현재 인도에 총투자기준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330

건, 1,251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투자는 대기업중심의 제조업 투자가 대부분이고(237건, 1,122백만 달러), 기 

진출한 대기업들이 현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재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경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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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진출한 한국기업 리스트(상위10위)

회 사 명 투자년도 투자내역 투자금액

현대자동차 1997 자동차 제조 172

삼성전자 1997 디지털가전 및 반도체 56

포스코 2005 철강제품 제조 51

대우건설 2001 건설 42

LG화학 1996 화학제품 35

패리스제과(롯데) 2004 식품류 제조 19

LG전자 1998 디지털 가전 등 11

모비스 인디아 2005 자동차부품 18

KCC페인트 2006 페인트 18

화신 2002 자동차부품 제조 12

(단위 : 백만US$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및 KOTRA 2005/2006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마. 교민

장기 체류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이며, 교민 28명, 일반체류자 

3,859명, 유학생 1,247명 등 총 5,134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외교통상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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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투자환경

가. 방대한 내수 소비시장

인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FY2006(2005.4~2006.3) 중 9.0% 성장한 인도

경제는 FY2007(2006.4~2007.3)에도 9.4% 성장하여 2년 연속 9%대 성장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7~8% 이상 성

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고도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도 2007년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경제가 2020년까지 8%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42년이면 세계 경제2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와같이 인도는 경제가 안정되고 4년 연속 7%~9%의 고도성장이 계속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IT, BT등 지식산업분야의 아웃소싱기지

로 부상하였고,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도성장이 이어지고 있어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도기업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구매력을 갖춘 젊은 신흥 중산층도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들은 가처분소

득 증가와 향후 경제발전에 따른 낙관적분위기에다 최근 인건비의 증가, 고소득 

전문직의 증가로 핸드폰, 승용차 등 소비재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인

도의 내수 소비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나. 풍부한 고급 노동력

인도의 인구는 세계 총 인구의 17.1%에 달하는 11억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다. 또한 고급인력도 풍부한 편으로 인도가 IT소프트웨어산업

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고급인력이 질적․양적으로 풍부했기 때문이다.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II. 외국인투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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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300만명이 대학을 졸업하며 이들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몇몇 대학

은 교육수준도 매우 높은데 예컨대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는 세

계 유수의 공과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외에서 폭넓게 활동

하고 있다.

다.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안정성

인도는 높은 문맹률과 극심한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성도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함께 풍부한 자원, 공범위한 산업기반, 증가일로에 있

는 양질의 기술인력, 경제개방과 자유화 정책 등에 힘입어 최근 경제적인 안정

성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카스트갈등, 종교갈등, 각종 분쟁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

되고 있으나 대부분 심각한 충격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S&P, Moody's, Fitch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도 인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

격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 원부자재, 자원확보의 용이

인도는 광활한 국토면적으로 인하여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서, 생

산 규모 면으로 운모류(1위), 크롬(3위), 석탄 및 갈탄(3위), 철광석(4위), 보오

크사이트 및 망간광(6위), 알루미늄(10위)등이 세계의 탑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키 위한 자원확보형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자세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에는 자급자족적 폐쇄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외국자본에 우호적이지 못하였으나, 1991년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

계화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 개방,개혁 정책을 취한 이후 일부 각 산업별 외국인

지분참여 상한선 외에는 거의 전 산업에 대하여 투자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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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주 정부에서도 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정부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바. 인프라 부족 및 인건비 ․ 부동산임대료 등의 상승

인도는 전력, 용수, 도로, 항만, 공항 등 거의 모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며, 

이는 경제발전과 투자유치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력의 예를 보면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평시 전력부족

율은 9.3%, 피크타임 전력부족율은 13.9%에 달하며, 전력공급율은 도시지역의 

경우 79%, 농촌지역의 경우 44%에 불과하여 아직도 다수의 인도인이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성장등으로 인한 부동산수요의 급증으로 부동산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어 투자진출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

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전문 인력 구인란이 심해지면서 인건비가 폭발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 2006년도의 인건비 상승률이 14.4%로  이러한 인건비 상승

률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놓은 수준이다.

2. 외환 및 금융제도

가. 외환관리제도 

인도의 현행 외환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외환관리법은 중앙은행내 

외환규제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1일에 발효된 현재의 외환관리법 

은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 1973년에 제정되었던 

외환규제법(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Act:, FERA)을 대체한 법

이다.

외환관리법(FEMA)은 인도의 무역을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유

지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외환관리법(FEMA)에 의하면 모든 외환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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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앙은행의 일반 또는 특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승인된 프로젝트 차

관도입, 라이선스 계약 등과 관련한 송금은 중앙은행이 임명한 딜러들에 의해 

환전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제약이 없다.

사적인 거래를 통해 투자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관할지역 사

무소에서 허가를 얻어야 하며 매각지분의 가격은 외환관리법에 의한 고시가격

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03년 1월 자금세탁방지법이 도입되어 지능범죄(white-collar crime)나, 자

금 세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는 인도정부가 관련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인도 중앙은행이 인도내 현금 거래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어 인도 내 모

든 금융기관과 중계기관들은 건당 50만 루피를 초과하는 현금거래에 대해 격주

로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그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현재 해외 여행시 외환 소유에 있어서 개인 여행 방문인 경우에는 10,000 달

러까지 (종전 5,000달러에서 2002년 11월 증액) 소유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RBI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비즈니스 관계로 외국을 나갈 경우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5,000달러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동 규정은 소유 외환의 사용에 대한 네가티브 리스트를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유 외환을 뇌물 복권 게임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3년 7월에는 해외송금에 관한 규정도 대폭 완화하였는데 해외 친척에게 

생활비 및 이주비를 송금할 경우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며 (종전 5,000

달러), 교육비 송금은 3만 달러 (종전 5,000달러)로 상향조정하였고 컨설팅 비

용 송금에 있어서도 종전 건당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완화하였다.

정부(중앙은행)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 조건을 최초 외국인투자 허

가 당시 결정하며 투자자금 회수시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중

앙은행은 투자자금 회수시 통상 분할 송금을 허용했으나 최근 들어 일괄 전액 

송금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환관리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이익, 로열티, 자본금 

등을 은행거래를 통해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나 임대수입 또는 자

산매각대금의 송금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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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유보된 수익금의 경우 재투자한 것으로 간주되어 본국 송금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배당 수익은 외환은행의 승인으로 송금가능하며 승인 기간

은 통상 2개월 이내이다 .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은 월소득의 75%이내로서 연간 5만 달러 이내 및 송금 

횟수도 연 12회로 제한하고 있다.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으로 지급받은 외화의 50%까지를 외화계정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수출대금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인 경우 선적 후

최장 3개월 이내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선적후 최장 6개월 이내에 외국환 거래

은행에 매도하여야 하며 자본재 또는 엔지니어링 제품의 경우에는 동 기간 연

장이 가능하다.

수입허가를 취득한 자는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나 선적서류 

제출 전에는 해외송금이 불가능하다. 단 기계류 및 자본재의 수입대금으로 외국 

공급업체가 선납을 요구할 때는 수입대금의 최대 15%까지를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선납할 수 있다.

나. 금융제도

(1) 개 요

인도의 금융제도는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과 상업은행, 인도 산업개발

은행, 수출입은행 등 개발금융기관 그리고 보험회사, 투신사, 리스회사 등 다수

의 비은행 금융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은행의 기원은 1806년 영국령 인도에 설립된 캘커타은행으로 캘커타은행

은 현재 인도 최대의 상업은행인 인도국립은행(State Bank of India: SBI)의 

전신으로, 지점수가 9천 여개에 이르고 예금액도 인도 은행 부문 전체 예금의 

20% 를 점유하고 있다 .

인도의 은행은 독립후 대체로 국영은행으로 설립되었지만 1991년의 경제 자

유화 이후 점진적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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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도 은행 분류도                  (자료 www.indiainfoline.com )

1948년 7월 1일에 설립된 인도산업금융회사(Industrial Financial Corporation 

of India: IFCI)는 인도의 중 장기금융을 담당해 나갈 목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국영은행으로 1993년에 민영화되었다.

동일 목적으로 설립된 인도산업개발은행(Industrial Development Bankof 

India: IDBI)도 1994년에 약 30%의 주식을 일반 매각함으로써 민영화의 대열

에 올랐다.

인도 금융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인도 상업은행들은 지정상업은행

(Scheduled Commercial Bank)과 비지정상업은행(Non-Scheduled Commercial 

Bank)으로 나누어진다.

지정상업은행은 1965년의 인도 은행법 개정에 따라 제2차 지정은행에 선정된 

금융기관들로서 최소 납입자본금이 50만 루피 이상이고 중앙은행이 경영 건전

성을 인정하는 금융기관들이고, 지정상업은행이 되면 중앙은행과의 거래자격이 

주어지며 법정지불준비금 예치 등의 의무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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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업은행은 협동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구분되며 상업은행은 인도계은행과 

외국계은행과 나누어지는데 이중 인도 금융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계은

행은 인도국립은행(SBI)과 SBI산하 7개의 은행그룹 국유은행, 지방은행, 舊민

영은행, 新민영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은행은 순여신(net cerdit)의 40%를 수출부문과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우

선부문(priority sectors)에 배분하여야 하며, 외국은행은 순여신(net credit)의 

32%를 우선부문(priority sectors)에 배분하여야 한다.

인도의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2002년 3월부터 한 기업에 대하여 자

기여신의 20%이상 지원이 금지되어 있으며 한 그룹에 대해서는 50%이상 지원

이 금지되어 있다.

(2) 단기금융

단기 금융형태에는 상업은행의 당좌대월(over-draft)을 비롯하여 공급자신용

(supplier credit), 상업어음 발행(commercial paper) 등이 있다.

담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업은행은 단기자금 공여시 재고품이나 외

상매출금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신한도(credit line)는 보통 1

년을 기간으로 하여 설정되고 매년 갱신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당좌대월 등 단기대출 금리는 2001년 4월부터 각 은행의 우대금리 이하

에서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으며 최근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3) 중 ․ 장기금융

중 ․ 장기 금융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정부소유의 개발은행이나 투자기관이 

제공하는 루피貨 차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나, 회사채 및 채권 발행 

등임.

프로젝트 규모면에서 보면 소규모 프로젝트 (3,000만 루피 이하)의 경우 주

로 각 주에 설립된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대규모인 경우 전국적인 금융기관(개발

은행이나 투자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권시장은 최근 새로운 주요 금융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23개의 증권거

래소가 있으며 이 중 Bombay Stock Exchange(BSE), National Stock 

Exchange(NSE)가 중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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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는 상장기업 수가 5,000개를 상회하여 기업 수로는 New York Stock 

Exchange 에 이어 세계 제 2위 수준이나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은 

500개 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1994년 11월에 설립된 NSE는 전자거

래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BSE를 크게 능가하는 

자금조달실적을 보이고 있다.

3. 무역 제도

가. 개 요

인도는 전동적으로 무역정책을 수입제하에 중심을 두어 왔으나, 현재 개방

화 정책과 함께 수출증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인도의 무역은 2005/2006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23%, 

수입이 28% 증가하였으며, 수출 중에서 기계류가 21%, 섬유가 15.6%, 보석

류가 15.1%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석유와 그 관련 품목이 전체의 47.3%

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인도상공부(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의 무역정

책 2004-09에 따르면 연평균 11%의 성장을 통해 인도의 무역규모를 2009

년까지 두배로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하고 있지만, 인도 무역제도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필요서류로 인해 그 후진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 관세제도

인도의 관세는 관세법(The Customs Act)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

관세는 종가세로 매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 결정된다.

수입품에 대한 총관세는 기본관세에 부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신경제정책 실시이후 기본관세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의 최

고기본관세는 2006년 4월 15%에서 12.5%로 인하하였고, 석유관련제품, 보

석류 등의 특별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4%의 부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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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는 물품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재무부 소속의 중앙세무위원회(Center 

Board of Customs & Excise)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바, 2006/07년 

회계연도부터 수입관세를 플라스틱 제조용 나프타의 경우 5%에서 2%로, 무기

화학제품 15%에서 10%로, 중간재 10%에서 7.5%로, 특수 섬유제품 기계류 15%

에서10%로 인하하였다.

다. 수입품목 규제

인도 상무부는 2001.3월 WTO와의 협정으로 모든 수입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대부분의 상품들에 대한 수입이 특별한 제한없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

직까지 동물, 비행기, 골동품, 무기, 화학약품, 폭발물 등의 수입은 라이센스를 

요하고 있다.

각 국의 수입품으로부터 인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내산 제품

에 적용되는 품질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인도표준사무국(Bureau of 

India Standard)에 등재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는 품목

에 대해서도 국내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거 그 형태 및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중고수입은 Foreign Trade Policy 2004-2009에서 10년이하의 자본재에 한

해 수입이 가능하던 규제를 풀어 모든 중고 자본재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인도의 수입규제 형태 가운데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반덤핑관세와 세이프 가드이다.  현재 인도는 우리 수출품 총 16개 품목에 대

해 반덤핑관세와 1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부과하였는 바, 우리의 주력 수

출품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장애는 되지 않고 있다.

라. 수출품목 규제

인도의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는 수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편으

로, 정부의 수출입 정책에 따르면 다음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수출

이 자유로우며, 수출 규제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반드시 관련 수출촉

진위원회에서 수출허가를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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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규제 품목

  • 가죽, 광물,식물성 유지 등 수출허가(Export License)를 요하는 32종류

의 품목 

  • 야생 동․식물군, 소고기, 열대 목재 및 목재품 등의 10가지 수출금지 품목

  • 특별기관을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한 품목

   - 석유 및 석유관련제품 : Indian Oil 社

   - 망간, 보크사이트, 철 등 : Mineral and Metal Trading Corp.社

4. 투자 정책

가. 개관

인도는 17세기 동인도회사의 진출 이후 장기간 외국자본의 지배에 대한 경험

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기술도입 등 투자부문에 대해

서도 폐쇄적이었다.

1947년 독립이후 철저한 국내산업보호정책을 실시하여 인도 기업은 수입품 

및 외국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산업 인허가 제도로 국내기업간 경쟁

도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국영기업을 비롯한 인도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

리긴 하였지만 장기간의 저성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1년 들어 인도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게 되면서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1991년 7월 대외

개방, 개혁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정책방향도 전환되었

고, 이에따라 과거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하여 사례별로 승인이 이루어졌던 외국

인투자에 대하여 정부는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투자에 대해 문호를 개

방하게 되었다.

1991년 경제개발계획에서 자급을 목표로 하는 장기정책을 수정하였고, 경제 

자유화와 규제철폐 절차를 시작했다. 이러한 것은 1991년 새로운 산업정책에 

반영되어 고립화 보다는 세계경제의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강조하게 되었다.



Ⅱ. 외국인투자 환경  29

 새로운 정책목표

• 기업가정신의 고취

•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과 생산의 고유역량 개발

• 소규모기업부문의 증강

• 전략적 ․ 군사적 분야외의 독점 철폐

• 외국인투자 및 기술협력의 용이

• 국가후방으로 산업화 확산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에 대한 규정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무역정책이 변화된 투자환경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혁되었다.. 

특히 외국자본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진흥위원회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 FIPB)와 외국인투자수행기관(FIIA)

를 설립하여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최근의 주요 투자환경 개선 조치

일 자 내      용

2006.2

경제특구(SEZ) 개발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특구활성화법(Special Economic Zone Bill) 

시행

- 영업개시 후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이후 5년간은 50% 감

면, 그 이후 5년간은 재투자 및 수출이윤에 대해 50% 감면

2005.3
소도시, 주택 관련 인프라 개발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100% 자동승인 허용

2005.2
통신부문 외국인투자지분 상한선을 기존 49%에서 74%, 민간항

공부문은 기존 40%에서 49%로 상향 조정

2005.2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총리 직

속 외국인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 위원장 Ratan 

Tata 타타그룹 회장) 설치

 * 자료 : 주인도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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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에 대한 정책

경제개발을 주도한 초기의 공공부문의 강화방침은 사적부문의 역할을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여 나아가고 있다. 향후에는 공공부문의 

초점에서 전략적 고도기술 및 본질적 인프라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될 것이다.

한편, 공기업에 더 많은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사적부문과의 경쟁에 노출되

도록 하는 것이 정부정책으로 발표되었다. 공공부문을 위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유보가 되어있지 아니한 영역에는 사적부문이 진입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소유를 투자분산을 통하여 사적부문과 희석시키고 있다. 그

리고 활로 모색이 불가능한 비능률적인 공공부문은 폐쇄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하여졌다.

 공공부문을 위하여 유보된 영역

• 무기, 탄약, 군수물자, 군용항공 및 군함

• 원자력

• 철도 교통

• 1995.3.15일자 원자력부에서 고시한 물질

특수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공공부문으로 유보된 영역도 사적부문과 경쟁하

도록 개방될 수 있다.

다. 국유화 

국유화에 대항하는 성문법은 없다. 개인소유산업이 사회적 진보를 저해하고, 

생산과 고용의 손실 또는 비효율적인 관리 등 국가이익에 반하여 영위된다면 

국가에 인수될 수 있다. 

어떤 산업이 국유화된다면 보상이 이루어 질것이다. 법원은 보상의 적절성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 보상이 자의적인 경우 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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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 절차

가. 진출가능한 투자형태

투자형태 특       성

연락사무소
- 사업기회 발굴, 제품 홍보, 영업지원 수행
- 상업적 행위 불가 (매출 발생 불가)
- 인도 비즈니스 초기에 주로 사용

지사
- 영업, 에이전트, 마케팅, 조사, 수출입 가능
- 외국기업으로 간주
- 제조불가, 외국기업 법인세 (41%) 납부

현지법인
- 제조를 포함한 모든 활동 가능
- 인도기업으로 간주, 인도기업과 같은 법인세 납부 

(33%)

프로젝트오피스 -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개설

나. 투자의 승인

인도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장려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

(RBI)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방식과 중앙정부(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투자원금과 이윤을 자

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 자동승인 

자동승인방법은 기업이 정부나 중앙은행으로부터 투자전에 어떠한 허가를 필

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투자가에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신규사업일 경우 투자금지업종 및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RBI에 신고하면 자동승인된다.

자동승인 대상 투자의 경우 RBI 지방사무소에 인도로의 송금수령 후 30일 이

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주식발행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수수료는 없으며, 필요서류가 RBI에 제출되면 어떤 다른 주정부의 승인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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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이 아닌 기존기업에 대한 투자일 경우에도 자동승인의 투자형태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 필요한 요구조건은 외국인투자에 따라 ①기존의 지분이 

순증(純增)하는 경우(With an expansion programme), ②기존의 총 지분에

는 변화가 없는 경우(Without an expansion programme)로 구분된다.

 투자금지업종

 • 도박, 복권, 소매업(단일브랜드로 51%이하는 투자가능), 원자력 에너지, 

주택건설 및 부동산(Press Note 2, 2005에 의한 소도시, 주택건설, 

Built-up Infrastructure, 건설개발은 제외)

 자동승인대상이나 지분제한이 있는 경우

 • 민간은행(74%), 보험(26%), 항공(49%)

(2) 정부승인 

아래 표와 같이 자동승인의 자격이 없는 모든 외국인투자 제안서는 외국인투자

진흥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에 의하여 심사된다. 

FIPB는 상공부 산하에서 운영되다가 2003.2월 재무부 경제총괄부로 이관되었

으며, FIPB 투자가들과 투자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다.

정부승인대상 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FC-Ⅱ서식을 작성하여 FIPB 또

는 재무부 소속의 경제사무국(DEA)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수료도 없다. 신청서는 또한 인도의 재외공관에 제출되어 FIPB로 인계될 수

도 있다. 

외국인투자 제안서는 보통 접수후 15일이내에 FIPB로 인계되어 검토되며, 통

상 30일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투자주체가 NRI(Non Resident Indian)이거나 EOU에 대한 투자인 경

우 또는 소매업(단일브랜드)에 대한 투자인 경우는 SIA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정부승인을 득하게 되면 자동승인제도와 마찬가지로 송금수령 후 30일 이내

에 그 사실을 RBI에 통보하고, 주식발행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역시 RBI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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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승인과 정부승인방법 두가지 방법 모두에 따라 플랜트 및 기계류의 

수입은 현재의 수출․입정책과 일치시켜야 한다. 부품, 원재료 및 중간재의 수입

과 노하우 및 로얄티의 지급은 기타 국내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

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자동승인의 자격이 없는 제안서

 ① 산업법(Industries Act, 1951년)에 의거 산업허가(Industrial Licensing)를 얻어야 하는 

대상 (산업허가신청:상공부 산업지원국,SIA)

  • 산업허가가 필수적인 업종

    (주류의 증류 및 주조, 담배 및 담배 대체품, 전자적 우주항공 및 방위관련장비, 산업용 

폭약부문, 위험한 화학약품, 약제 및 조제약 등 6개 산업)

  • 영세기업 해당업종으로 분류된 제조업 중 외국인투자지분이 24%이상인 경우

   (영세기업 : 투자규모 5,000만루피(약 11억원)미만의 기업은 영세기업(SSU)으로 분류, 

2007.3월 현재 114개)

  • 입지제한을 받는 지역

   (1991년 인구조사에 의거 인구 100만명을 초과하는 23개 대도시의 경계로부터 25㎞이내

에 입지하는 경우)

②  ADB, IFC 등 다국적금융기관의 투자와 IT분야 투자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존에 인도기업

과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의 신규사업

③ 외국인이 기존 인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④ 업종별 정책 및 한도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투자

  • 공항(기존공항에 대한 투자로서 외국인지분 74%이상인 경우)

  • 자산구조조정회사(지분제한 49%)

  • 인프라 및 서비스부문 투자회사(지분제한 49%)

  • 방위산업(지분제한 26%)

  • 출판매체(뉴스․시사분야는 지분제한 26%)

  • 방송(세부분야별 지분제한 있음)

  • 배달서비스

  • 통신(지분제한 49%초과시, 지분 49%이하는 자동승인)

  • ISP(지분 49%초과시)

  • 소매업(단일브랜드, 승인 후 최대 51%까지 투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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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회사의 인수

인수합병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교환 계약을 열거하고 있는 회사법, 인도 증

권교환위원회(SEBI)의 인수법, 자본시장규칙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다. 회사법

에서 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을 납입자본과 임의적립금의 

60% 또는 임의적립금의 100%로 제한하고 있다. 그 위원회의 특별 결의로 더 

상위의 인수를 위한 자격을 주고 있다.

기존 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정상적인 투자승인요구에 직면한다. 비거주 

인도인에 의한 인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는 30%를 초과하는 지분인수를 위

하여는 그러한 투자가들에게 인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불필요한 투자

• 비거주자로부터 다른 비거주자로 인도기업의 지분, 무담보사채 또는 그외 증권의 이전 

• 등록된 상업은행 또는 거래소를 통한 시장가격으로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비거주자에

서 거주자로의 이전

• 양도가격이 5%변동 범위내에서 신청일 전주에 대한 주식의 평균가격시세와 동일한 경우 주

식의 개인적 이전. 만약 그 판매가 현 인도발기인을 위하여 외국발기인에 의해 경영권을 이

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격은 전주중 주식평균시세의 25%이상 초과하

여서는 안된다.

라. 건물 및 관련 허가

시당국은 2단계 과정의 건물허가를 부여한다. 첫째, 건물계획의 승인, 둘째, 

완전한 구조의 승인이 있다. 단계에 따라 승인은 신청서가 제출된 후 3주에서 

6개월사이에 부여된다.

합작투자에서 인도측 파트너는 기본적 투자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신청서를 

제출한다.

건물 허가 외에도 전기 및 수도관련 시설이 전기․수도국으로부터 획득되어야 

한다. 주 수준에 따라 각 단위는 중앙소비세당국, 판매세당국 및 노동자연금기

금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구 도가 높은 지역이나 환경오염 산업과 관련된 공장에 대하여는 산업생산면

허가 요구된다. 현 산업지역에서의 조 화를 완화하고 분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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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인구 도가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잠재적인 팽창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전에 용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자의 토지를 개

발해왔다. 이러한 것은 그 곳에 유치하기 위한 혜택으로서 낮은 가격의 전력제

공 및 조세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1991년 산업 면허 정책은 공공부문을 위하여 유보된 산업, 소규모 영역 또는 

지역적 제약에 속하는 6개의 특정 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허 요구를 폐지했

다. 지역적 제약에서 프로젝트는 인구 1백만을 초과하는 도시의 표준지역제한으

로부터 최소 25km에 있어야하며, 또는 1991년 7월25일전 주정부에 의해서 설

계된 지역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오염산업인 전자, 컴퓨터소프

트웨어 및 인쇄업은 면제된다. 모든 환경관련 법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강제적인 면허가 적용되지 않는 생산 프로젝트는 산업부의 사무국에 규정서

식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부동산의 취득

인도출신 외국시민은 농장, 농가주택 및 플랜태이션외에는 인도내의 어떠한 부

동산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일로부터 90일이내에 중앙은행(RBI)에 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인도출신 외국인(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과 외국기업

은 인도내에서 부동산을 구입․이전하기 위하여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요구된다.

외국기업은 인도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은행은 그들

의 송금이익으로부터 자산의 구입 또는 렌탈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 외 외국

기업은 그러한 구입을 위하여 인도로 외화를 송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밖 외

국기업은 중앙은행의 승인없이는 임대소득이나 자산의 매각이익을 송금할 수 없다.

바. 지역에 관련된 조건

정부는 지역적으로 장비, 부품 및 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투자

승인의 일부로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개 실행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는다. 지역관련 범주는 수출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정부와 이해관계 교환각서에 서명한 자동차 프로젝트에 있어서 외국투자가는 

완전조립식 또는 반조립식 장비의 첫수입후 3년째까지는 최소 50%의 현지화(현

지에서 생산된 부품의 사용) 수준을 달성하고, 50년까지는 70%의 현지화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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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수입에 있어서 모든 물량제한이 철폐된 2001

년 4월에 막을 내렸다.

사. 사업단체

사업이나 산업단체의 회원가입은 자발적이다. 기업이 인도산업연맹, 상공회의

소협회, 인도상공회의소연맹 및 특정활동 분야별 무역협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유익한 것일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인도내에서 그들 모기업 소재 국가의 상업회의소 회원

이다.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인도-독일, 인도-미국 회의소가 있다. 

인도-독일투자촉진위원회는 인도독일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금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 지역기업의 설립

1956년 회사법은 다른 형태의 기업도 인정하고 있지만 유한회사는 인도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법인형태이다. 무한회사는 허용은 되지만 상대적으로 흔하

지가 않다.

회사법은 사기업과 공기업 둘 다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기업은 지

분양도의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최소 2인 최고 50인의 주주로 제한되어 있고 

최소자본금은 100,000루피가 있어야 한다. 사기업은 그 자본이나 채권발행에 

공적인 청약이 금지되어 있으며, 공공의 기탁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처럼 

사기업은 제한이 거의 없다. 사기업은 금융자료를 발간할 필요도 없고 내용설명

서 없이 지분을 할당할 수 있다.

사기업을 위하여 열거된 명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유한회사는 공기업으로 

간주된다. 회사법은 또한 공기업의 자회사인 인도 회사들도 공기업으로 취급한

다. 공기업은 최소 7인의 주주와 최소 500,000루피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회사는 정관과 조합규약(상호 및 회사목적을 명시)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주의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만약 서류가 합당하다면 등록기관은 법인등록증을 부여한다. 서류(특히 정관)를 

변경하는 것은 복잡하다. 따라서, 서류가 적절히 작성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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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나은 법인관리, 더욱 투명한 회사경영 및 주주와 예금주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에 개정회사법2000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회사법에 몇몇의 변경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회사법 개정사항(2000.12.)

• 회사는 만기일로부터 60일내에 증거금반제 불이행에 대하여 회사법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인도증권거래소는 주식의 발행과 양도 및 미지급배당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독점력

이 있다. 또한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의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 차등 투표권과 배당 권리를 가진 주식이 허용된다.

• 위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벌칙이 10배까지 증가되었다.

• 5천만루피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는 감사위원을 두어야 한다.

자. 지점의 설립

정부는 제조와 무역에 관련된 외국기업에게 다음의 활동을 취급할 수 있는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여하고 있다. 즉 외국기업이 취급할 수 있는 활동은 

모회사나 다른 외국회사를 대표, 연구활동 수행, 외국무역 업무 및 인도와 외국

회사간에 외국인투자 및 기술협력 증진 등이 있다. 

지점은 40%에 달하는 가장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외국법인에

게는 2.5%의 부가세 및 2%의 교육특수세를 추가하여 실효세율은 41.82%가 됨) 

국내법인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실효세율은 33.66%임) 지점은 승인없이 

한도가 넘는 로얄티, 기술료 또는 기타 무형의 수수료를 송금할 수 없다. 반면

에, 모든 외국은행, 회사 및 프로젝트 사무소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도 

이익과 배당을 송금할 수 있다.

정부는 1990년에 무역회사에게 연락사무소를 열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사무실은 소득발생이 금지 되어 있으며 그들의 비용은 모회사로부터

의 교환가능화폐의 송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점은 그들의 본점을 위해

서 인도회사와 수출주문을 대신할 수 있고 수출과 관련된 정상적인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다. 세계적 무역 대기업(이토츠, 마루베니, 미쓰비시 및 스미토모 

등)의 100% 자회사가 합작회사를 통하여 국내 소매거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한 1998년에는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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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유인

가. 개관

인도의 투자인센티브는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를 연결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뒤

처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며, 수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있다. 인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을 배치하기 위하여 조세 및 비조세 유인을 포함한 수많은 

투자유인책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인에는 전력, 항만, 고속도로, 전자 및 소프

트웨와 같은 특정산업을 위한 특별유인, 저개발지역의 기업을 위한 유인 및 수

출품 생산 기업이나 수출품 생산지역 입주기업을 위한 유인이 있다.

중앙정부의 개발은행과 주의 산업개발은행은 중장기대출을 확대하며, 때때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분을 가진다. 일부 주는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표> 투자유인을 위한 경제구역

종 류 특    성

SEZ(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 수출기업을 위한 내․외국인 투자촉진지역으로 

경제특구임

- 입주조건 : 5년내 Net Foreign Exchange Earner

             (외화수취액 〉외화지불액)

- 주요 인센티브

  * 자본재, 원자재 구입시 관세면제
  * 법인세 면세(최초5년: 100%, 차후5년: 50%, 추가 

5년간 재투자이익의 50%)

  * 관세 납부시, 인도 지역내 판매 가능

- 2007.7월 현재 82개 가동중

EPZ(수출촉진지역, Export 

Promotion Zone)
EOU(수출전용기업, Export 

Oriented Unit)

- 특정 SEZ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EOU로 인정받으면 

SEZ와 비슷한 혜택 수혜

- 2009.3.31까지만 조세혜택

IT 기술단지(Software 

Technolgy Park, STP)

- IT산업을 육성하고 지원

- 2009.3.31까지만 조세혜택



Ⅱ. 외국인투자 환경  39

나. 일반적인 유인

인도에 법인등록된 모든 기업은 외국인의 보통주 소유정도에 관계없이 일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특별한 신청과정은 없다. 대신에 

세무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능한 모든 리베이트가 주어지며, 신고서에는 자격

여부를 증명하는 관계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현행 인센티브의 종류

• 산업의 종류 및 지역에 따라 감면기간이 적용된다. 

• 토지를 제외한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는 연구개발비용은 당해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공제가능

하다.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및 공해관리장비와 선박과 같은 몇몇 범주의 경우에는 가속상각이 가

능하다.

• 어떤 주는 원재료구입시 납부할 판매세의 감면이나 유예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산업별 특정 혜택

인도 정부는 전통적으로 수출하거나 외화를 획득하는 합작기업, 소규모 산업 

및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외국기업을 포

함하여 기간산업에 있어서 사적기업에 의한 투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자

격이 있다. 조세 인센티브는 많은 특정 지역에 있는 회사들에게 확대되며 연간 

예산법안에서 조정된다.

(1) 기간산업(인프라 등)

 ∙ 도로, 고속도로, 철도, 물관리 시스템, 관개, 위생 및 하수시스템과 쓰레

기처리시스템과 같은 하부구조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하는 기업을 위하여 

총 20년의 운영기간의 한도내 10년 연속 100%의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 항공, 항만, 내수면항만 및 수로영업에 대하여 총 15년 기간의 한도내에서 

10년간 100%의 조세면제가 적용된다. 

 ∙ 재정법(Finance Act, 2007)은 인도 전역에 파이프라인과 저장시설 등을 

포함한 천연가스의 배급망을 운영 및 설치하는 회사에 대하여 10년간의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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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적으로 기간산업시설 개발 또는 운영에 관계하는 기업에 있어서 자본이

나 장기금융의 방법에 의해서 투자된 것으로부터 발생된 이자 및 장기양

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2) R&D

 ∙ R&D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 달성시 10년 연속 연구비용의 150%에 대

하는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공제가능 항목으로는 바이오기술, R&D

시설, 화학통신장비, 컴퓨터 전자장비, 제약 등이 있다. 

 ∙ 이러한 혜택은 2011-2012 회계연도까지 유효하다.

(3) 농업 및 소규모 생산자

 ∙ 5년간 조세면제 및 5년연속 30%의 세액감면이 2004.3.31이전에 농업 생

산을 위하여 냉동 영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사업과 곡물의 거래, 저장 또는 

운송에 관계된 사업에 혜택이 주어진다. 

(4) 고속도로, 주택, 선박/항만, 전력, 통신, 석유․가스, 정보기술 분야에 대

한 투자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조세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라. 주 정부별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인도의 여러 주들이 주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 데, 안드라프라데시(Andhr Pradesh), 타 나두(Tamilnadu), 구

자라트(Gujrat), 카트나타카(Karnataka),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등이 적

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정부차원의 인센티브로는 부지공급, 지방

세의 면제 등의 방법이 일반적이다.

마. 수출 인센티브와 수출지구

2004년 8월 발표된 인도의 2002~2007 중장기 수출정책과 2004~2009 해외

무역정책은 대부분의 초기 수출촉진정책을 유지했으며, 해외무역정책에 정교한 

추가내용이 발표되었다. 아래에 강조된 그 주된 개요는 인도에서 영위하는 국

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수출관련 조세혜택에 관심이 있는 기

업은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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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촉진 자본재 (EPCG, export-promotion capital goods) 

이 계획은 면허일로부터 8년내에 수행된다면 이 계획하에 절약된 관세의 8배

에 달하는 수출의무를 교환으로 기업에 수입자본재, 소모품 및 예비부품에 대하

여 5%의 양허관세율을 허용하고 있다. 

(2) 간주 수출 계획 (Deemed-exports scheme)

이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급되고 루피화로 지불(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

한 공급을 재외하고)된 재화는 관세면제 및 관세환급과 같은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3) 관세환급 계획 (Duty-drawback scheme)

이 프로그램하에서는 생산종료된 생산품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품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소비재, 예비부품 및 포장재료(금지명세에 명시된 경우 제외)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에 대하여 100%까지의 면제가 적용된다. 

(4) 관세 면제 및 경감 계획 (Duty exemption and remission schemes)

관세면제 계획은 사전면허와는 반대로 수출에 필요한 투입품의 수입에 대하

여 관세 비과세를 허용한다. 투입산출기준은 또한 물량기준에 의한 사전면허에 

의하여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출품에 대하여도 그 개념이 고정되어왔다.

(5) 특별수출지역 및 지위 (Special export zones and status)

이는 그들의 생산품을 100% 수출하기로 하는 회사(100%외투기업 포함)에 의

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회사는 수출 지향 기업(EOUs)으로서 세워지거

나, 계획된 특별경제구역(SEZs)에 소재하거나, 정부 후원 전자적 하드웨어 기

술 지역(EHTPs) 및 소프트웨어 기술지역(STPs)내에 소재할 수 있다.

(6) 수출가공지구(EPZs)

이는 수출품을 위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무관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그러나 2000년 수출입정책은 EPZ의 SEZs로의 전환을 허용하였

다. 2005년 10월까지 기존 8개의 EPZs는 SEZs로 전환되었고, 세 개가 더 만

들어졌다. 정부는 42개이상의 SEZs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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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U, EHTP, STP, BTP 및 SEZ 계획에 대하여 적용되는 혜택

• 금지품목명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자본재, 원재료, 부품, 사무장비 및 원료조절장비를 

포함하는 모든 재화는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 중고품 또한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다.

• 100%의 조세감면기간이 2010년까지 적용된다. SEZ기업은 2010이후에도 5년간 100%의 소

득세감면의 자격이 있고 그후 2년간은 50%의 감면 자격이 있다.

• 국내 관세지역으로부터 그러한 기업에 대한 공급은 중앙소비세가 면세되고 중앙판매세의 환

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SEZ기업은 판매세가 면제된다). 그들은 또한 서비스세의 납부가 면

제된다.

• 국내 수출업자를 위하여 수출을 위한 수속업무의 편의를 제공하며, 지구밖에 있는 기업에 그

들자신 제품의 50%까지 하청을 줄 수 있다. SEZs는 그 50%의 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

• 비록 자동차나 주류와 같은 몇몇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하더라도, 국내 관세지역에 수출품의 

FOB가격의 50%까지 판매할 수 있다. SEZs는 이러한 한도에 제한이 없다. SEZs는 현행 수

입정책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 그들은 외환 소득의 100%(일반수출 기업들은 50%)를 외화소득자 외화계정에 보유할 수 

있다. 

• SEZs내 기업은 만약 승인된 금융통로를 통하여 들여오는 경우에는 어떤 만기일 제약없이 외

부 상업 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 연간 5억달러 한도는 SEZ 기업에 의해 들여오는 모든 차관

에 적용된다.

• 소규모 사업부문을 위하여 마련된 품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업적 면허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7) 수출업자를 위한 절차 간소화 조치

해외무역정책은 거래 원가를 줄이고 수출업자를 위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몇가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 최소 연간 50만Rs의 매출액과 우량 기록을 가진 모든 수출업자는 그 정책

하에 있는 어떠한 계획을 위하여 금융 보증료를 제공하는 것이 면제된다. 

∙ 중고 자본재를 수입하는 자는 어떠한 연수 제약없이 허용되었다. 종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이내의 연수에 대하여만 허용되었다.

∙ 인도로 재배치되는 플랜트 및 기계류에 대한 최소 상각액은 5억루피에서 2

억5천루피로 줄어들었다

∙ 추출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서비스세로부터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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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계획에 따라 발행된 면허 및 자격의 유효기간은 24개월로 통일되는 

것으로 증가되었다.

바. 경쟁과 가격정책

(1) 개관

인도의 시장은 우편서비스 및 철도와 같은 공공부문을 위한 몇몇분야에 대하

여만 독점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다른 공공부문 독점사업은 정부가 사기업의 참

여를 더 크게 허용함에 따라 사라져왔다. 독점사업은 사적부문에서는 활동의 여

지가 거의 없다.

(2) 독점사업과 시장지배

독점사업은 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니며, 더이상 특별규정에 얽매여 있지도 않

다. 다만 불공정 거래 행위는 1969년의 독점및제한거래규정 및 2002년의 경쟁

법에 의하여 불법화된 것이다.

(3) 합병

회사법 위원회는 합병에 대한 지시를 관장하며, 시장활동을 감독하고, 공공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휴를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의 자유

판매를 위한 회사의 자유에 대한 대부분의 제약은 2002.12월에 통과된 경쟁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법은 반 경쟁 협약을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광범위하

게 이전법인 1969년의 독점및제한거래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사실상 그 법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1992년에 정부는 1973년 외국환규정에서 외국인소유의 

법인에 의한 재판매(다시말하면, 재판매를 위해 타회사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것)를 금지하는 것을 해제하였다. 

사. 외국인투자 규제

신규사업일 경우 일부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00%외국인투자가 가능

하다. 인도정부는 특히 수출가공지구(EPZ), 경제특구(SEZ)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입주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지난 수년간 산업 개방화를 통하여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투자 



지분을 100%개방하였으나 많은 부문에서 여전히 투자지분 상한이 존재하고 있

다. 그러나 향후 인도는 많은 산업 부문에 있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

자본이 필수여서 외국인의 투자한도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투자지분 한도

부     문 투자한도 비     고

의약, 항만, 공항, 도로, 석유, 

가스, 석탄, 갈탄, 전력 등
100%

무역 100%
51%까지는 자동승인이나 이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FIPB 승인이 필요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의 채광 74%

통신 74%
FIPB 승인요, 49%이하는 

자동승인

1) 무선호출, Bandwidth 사업자, 

인터넷서비스업자(gateway제공)
74% 49%까지만 자동승인

2) Dark-Fiber를 제공하는 인

프라 업자, 인터넷서비스업자 

(gateway 비제공), 음성 ․ 문자 

메일 서비스

100%

최초 100% 투자 가능하나 일정기간 

경과후 26%의 지분을 주식공개(IPO) 

하거나 인도측 파트너측에 매각하

여야 함

방송서비스 49% FIPB 승인요

민간금융 74% 자동승인

항공 49% 자동승인

보험 26% 자동승인

뉴스 등의 인쇄 출판 26%

1,000만루피 이하의 영세산업 분야 24%

방위산업 26% FIPB 승인요

소매업 51% 싱글브랜드에 한함, FIPB승인요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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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투자유망 지역

2000.1월부터 2007.5월까지 인도 중앙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은 뉴델리 인근지역으로 전체의 23.97%를 차지하였으며, 

뭄바이 인근지역 23.49%로 2위, 첸나이지역이 7.3%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밖에도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안드라프라데시(Andra Pradesh), 카

르나타카(Karnataka), 구자라트(Gujarat), 타 나두(Tamil Nadu) 등이 투자 

유망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기업체는 2006년 8월기준 200여개 업체가 델리 110여개 업체, 첸나이 

62개업체, 뭄바이․뿌네 32개업체, 방갈로르 10개업체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 델리(Delhi) - 북부내륙지역, 오늘도 변화중인 인도의 영원한 수도

오늘날 델리는 날로 부상하는 인도의 위상을 반영하듯 빠르게 변화 중이다. 

델리 주변에는 소득과 소비가 증가한 역동적 중산층의 욕망을 채울 아파트와 

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투자와 관련하여 델리지역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인도의 수도로서 인프라와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이 좋고,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지역(Industrial 

Areas)을 육성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델리가 제조업투자에 적합한 지역은 아

니지만 인도 정치 행정의 중심지이고 유력 경제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의 다수가 델리에 총괄사무실을 운

영하고 있으며, 제조기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올드델리(Old Delhi) - 역사의 터전이자 새로운 번영의 대동맥

무굴제국의 중후한 중세 건축물과 대영제국의 실용적인 구조물으 배경으로 

인파가 넘치는‘혼잡한 도시’올드델리는 인도의 최고 명문인 델리대학교 본부 

및 산하 대학들이 모여 있는 도시로, 아침마다 물 듯이 려드는 학생들 탓에 

학교주변길이 막힌다. 대학가에는 맥도날드, 바리스타, 리복, 나이키, 베네통, 

씨티은행, HSBC은행 등 세계 유수 기업의 매장이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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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인 찬드니 촉(Chandni Chowk)은 3세기때부터 

있어 온 ‘인도시장들의 시장’으로 지금도 금은보석과 사리로 유명하다.

올드델리와 찬디가르(Chandigarh)를 있는 인도의 대동맥‘1번 국도’의 주변

은 엄청난 위성도시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건설이 참여하여 건

설한 지하철도에 한국의 로템이 제작한 전동차가 달리는 델리지하철이 운행되

고 있다.

최근에는 올드델리가 뉴-뉴델리(New New Delhi)가 되고, 문화와 산업의 대

동맥을 연결하는 부심이 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도 올드델리의 주변도시 구르

가온, 노이다, 하리야나주 손니파트(Sonipat) 등에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나. 꼴까타(Kolkata) - 동부해안지역, 변화 무쌍한 도시

인도가 독립하기 전 수백 년 동안 인도의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던 꼴

까타는 인도 동쪽 웨스트벵갈주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는 캘커타(Calcutta)로 

불렸으나 BJP정권이후 민족주의 일환으로 도시이름을 영국식에서 인도식으로 

개칭하면서 꼴까타로 바뀌었다.

경제 발전 면에서 델리, 뭄바이, 첸나이의 뒤를 잇고 있으며, 이는 주 정부를 

이끄는 공산당의 정책 및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투쟁적 노동조합과 파업 등으로 

투자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기업과 외국기업들을 꼴까타로 유치하기위하여“변화하자, 

실천하자, 그렇지 않으면 사라진다”라는 구호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며 

믿음을 주고 있고, 뜨거운 개발 열기로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시장경제구조로 탈바꿈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1970년대와 2000년대

가 공존하는 듯하여 도시의 빈부 명암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시이다.

최근 웨스트벵갈주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에 역점을 두면서 동분야가 현 주 생

산의 3%에서 2010년까지 15~20%까지 비중을 증가시키려는 경제개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외국자본의 유입을 서두르고 있다.

꼴까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므로 한국의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도시이다. 고급아파트와 상가 빌딩등의 수요로 건축 붐이 한창이어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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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건축자재업 등이 유망하고, 인도 내 타 도시와 비교해 볼때 아직도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값 싼 노동력이 풍부하므로 가죽,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유망해 보인다. 첨단산업이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과 전

자전기 업종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그러나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하기까

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두산중공업이 진출하고 있고, 2008년 중에 현대중공

업이 타타자동차와 기술 협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 이들 업체의 주재원들과 가

족, 어학연수생 및  유학생, 자영업자 등 약 200여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다. 첸나이(Chennai) - 남단지역, 자동차 메카로 변신하는 도시

옛날 ‘마드라스(Madras)'라고 불렸던 첸나이는 델리, 물바이, 꼴까타와 함께 

각 지역을 대표하는 4대 도시 중 하나로 1639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도시개

발에 뛰어들면서 부터 영국의 지배만을 받은 전통적인 남인도 중심 대도시가 

되었다.

첸나이는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기업들의 진출이 매우 

용이하다. 5개 주요국도(National Highway), 철도, 항공, 항만 등이 잘 발달

하여 있다.

첸나이는 생활비도 비교적 저렴하고,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학교가 많아 노동

력도 풍부하여 급속히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을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북부는 기존 산업지역, 중부는 중심 상업지역, 남

부와 서부는 원래 주거지역이었으나 빠르게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데, 특

히 IT업체와 금융회사, 콜센터가 늘고 있다.

근래에는 자동차공업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는 데 주 정부는 첸나이를 소프트

웨어와 자동차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외국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1997년에 100% 단독 투자로 첸나이 서쪽 외곽에 공장을 건립

하였고(60만대 생산체제), 외국업체 중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린 미국의 포드자동

차가 1998년부터 자동차생산을 하고 있고(10만대규모), 인도 기업인 힌두스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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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도 1999년에 공장을 준공해 5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르노-

닛산-마힌드라의 합작자동차 생산공장, 독일의 BMW의 조립공장등을 건설하거

나 완료하였다.

자동차에 이어 가전사 진출도 활발하여 07년 말에는 삼성전자가 첸나이에 컬

러TV 생산공장을 가동했다.

첸나이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과 더 가까

워지고 더 친숙한 도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주요진출기업은 현대자동차와 그

와 관련된 부품회사 90여사, 삼성전자와 관련 부품회사 10여사, 롯데제과 등이

며, 우리은행, 삼성화재, LG, 제일그롭, 전라북도청, 경상북도청 등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라. 뭄바이(Mumbai)- 서부해안지역, 빈부격차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위치에 

있는 도시

뭄바이는 시골에서 일거리를 찾아 몰려드는 인파가 매일 수만 명에 이르는, 

세계에서 다섯번째,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빈부의 

격차를 드러내는 메트로폴리탄이다.

서부해안에 위치한 인도 최대 항만도시 뭄바이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전하

여 왔으며, 뭄바이의 발전이 내륙지역까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인도의 대

부분 금융기관 본사가 뭄바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 주식거래의 70%가 동지

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금융, 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뭄바이의 풍부한 자금을 배경으로 뭄바이와 나식공단, 푸네를 잇는 삼각지역

에 철강, 자동차사 등 중공업업체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뉴델리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서 뭄바이에 위치했던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

이 뉴델리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다.

2006.11.1일「2006 주 산업․투자․인프라 정책」을 채택하여 산업분야 10% 성

장, 서비스 12% 성장 및 2010년까지 200만명 고용창출을 목표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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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권 및 조세의 종류

가. 개요

재정의 입법적 권한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사이에 배분되어 있다. 인도의 헌법

에는 3가지 입법적 영역의 리스트가 있다.

- 연방 리스트 : 중앙정부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

- 주 리스트 : 주정부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

- 공통 리스트 :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

나. 과세권에 따른 조세분류

연방 리스트는 다음의 조세를 부과할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과세권이 있는 조세

1.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조세

2. 수출 및 수입관세

3. 주류나 마약을 제외한 소비세

4. 농업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자본가치 및 회사의 자본에 대한 조세

5. 농사용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과 상속세 

6. 주사이의 거래에 있어 재화의 판매와 구매에 대한 조세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III. 조 세 체 계Ⅲ. 조세 체계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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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리스트에는 다음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주정부에 과세권이 있는 조세

1. 농업소득에 관한 조세

2. 농사용 토지에 대한 상속 및 부동산세 

3.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조세

4. 광업권에 대한 조세

5. 주류에 대한 소비세

6. 오락, 내기 및 도박을 포함하는 사치품에 대한 조세

주의 권한은 중앙정부의 긴급권에 예속된다. 두 개 이상의 주가 중앙정부에 

그들의  회계적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사용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주와 주사이의 거래와 거래과정에

서 재화의 구입 및 판매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어

떤 주의 영역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유사 재화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 지

고 수입재화에 대하여 어떤 차별도 지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주는 다른 주로부

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주와 주사이의 상업에 있어서의 차별은 

헌법에 금지되어 있다.

지방당국은 조세에 대하여 아무런 헌법적으로 유보된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주정부는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대리할 수 있다.

2. 조세의 부과 

소득세는 연방수준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 소득과 자본의 이득에 대하여 부과

된다. 비록 소득세는 납세자의 총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비용공제, 결손상계 등을 위하여 수많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때때로 소득

세에는 부가적 부담료나 부가세를 부담시켜 왔다. 부유세와 증여세는 부과되지

만 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판매세는 주와 주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연

방수준에서 부과되며, 주내에서의 거래에 대하여 거의 모든 주에 있어서 주 수

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수입과 수출세가 징수 된다. 변형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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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VAT가 1986년 소비세를 점차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추가로 광범위한 범위의 기타 소규모 조세는 연방수준과 주 수준 모두에서 

부과된다. 이러한 조세는 인지세, 토지와 건물의 가치에 대한 조세 및 자동차에 

대한 조세를 포함한다.

3. 입법 구조

연방수준의 조세를 관할하는 법은 일차적으로 1961년 제정 소득세법인 의회

법에 원칙적으로 담겨있다. 이러한 것은 위임된 권한에 따라 직접세 중앙위원회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적 ․ 절차적인 

상세 규정에 의해서 보완된다.

판례는 조세법의 규정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며 성문법을 보충하고 설

명하는 사례법의 커다란 골격이 된다. 인도 법정의 결정에 추가하여 영국 법원

의 결정은 만약 이슈가 되는 인도법의 요지가 영국법률과 유사한 경우 강한 설

득력을 가질 수 있다. 

판례법은 법원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지금은 아주 잘 정착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대법원의 해석은 자신의 결정을 검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법원

을 구속한다. 

성문법과 판례법에 더하여 CBDT는 예하 공무원에게 안내장, 훈령, 고시 및 

세법규정 및 지시서, 훈령 등을 설명하는 회람을 발행한다. 그러한 회람은 모든 

조세공무원을 구속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적인 회람은 법률이 아니며, 구제기

구나 법원은 관련 견해에 대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4. 행정집행

재무성은 중앙 세금(연방세)을 징수하고 관할하는 책임이 있다. 재무성의 조

세부서는 두 개의 규정된 위원회(직접세 중앙위원회, 소비세 및 관세 중앙위원

회)를 통하여 중앙세금을 관할한다. 직접세 중앙위원회와는 독립적인 조세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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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특별한 환경(납세, 징벌 또는 이자에 대한 관행 포함)에서 조세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다. 

직접세의 중앙위원회 산하 소득세 담당 부서장은 소득세 및 기타 간접세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여러 소득세 당국의 직위에 의하여 보조된다. 

소비세와 관세의 중앙위원회는 보좌 징수관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 중앙소비

세의 징수관과 관세의 징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주는 그 주의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앙판매

세는 또한 주 조세 행정기관에 의해서 집행된다.

소득세법은 어떤 조세의 부과에 관련된 자에게 소득세 규정과 외환규정에 의

하여 알게 되거나 수집된 납세자의 정보를 비 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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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일반

가. 소득세 개요

인도 세법에서는 개인, 법인 등 납세의무자별 구분 없이 소득세법상에서 동일

하게 과세소득 계산 절차를 규정한 후 납세의무자별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는 별도의 설명을 두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

(1) 인의 종류 

소득세는 어떤 인의 총소득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인의 정의는 개인(비

거주자 포함), 힌두비분리가족(Hindu Undivided Family), 회사, (법인격에 관계

없이) 인의 협회(Associations of Persons: AOP) 또는 개인의 단체(Bodies of 

Individuals: BOI), 지방당국 및 모든 기타 법률상 의제인을 의미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는 

   ① 직전연도(과세대상연도) 동안 182일 이상을 인도에 체류하거나 

   ② 직전 4개년도 동안 365일 이상을 인도에 체류하고 또한 직전연도(과세

대상연도)에 60일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된다. (단, 인도 

시민이나 인도 출생으로서 인도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또는 인

도 시민으로서 인도국적선의 선원으로 일하거나 구직을 위해 외국으로 

간 경우에는 182일 이상의 체류를 거주자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상기의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모두 비거주자 개인에 해당한다. 

   단, 상기의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IV. 소득세Ⅳ. 소득세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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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전 10년 동안 9년간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② 직전 7년 동안 729일을 초과하여 인도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정

규거주자(not ordinary resident)로 규정하고 있다.

(3)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 의무자 구분의 실익은 납세의무의 범위에 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단, 비정규거주자에 대해서는 인도

에서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소득 등 특정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

자와는 달리 과세하지 않는데, 이는 비정규거주자에 대해 인도 과세당국이 상대

적으로 적은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인도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즉, 인도에서 제공된 근로에 대한 급여, 인도 내에 소재한 재산으로부터 발생하

는 소득, 인도거주자에게 제공한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

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다.

다. 과세연도 및 부과기간

소득세는 인이 이전년도에 지급받거나 발생 또는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하

여 과세한다. 과세연도 2008/2009를 위하여 시행되는 세율은 2008년 4월 1일

에서 2009년 3월 31일 기간 중 발생된 소득에 적용된다. 연간 자산 가치를 참

조하고 조세회피방지 조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동산소득” 항목에 따른 과세가

능 소득은 이러한 일반규정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1) 부과연도

부과연도란 각 역년의 4월1일에서 시작하여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소득

세는 부과연도를 기준으로 징수된다. 

  (2) 이전년도

부과연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소득세는 당해 이전연도에 획득된 소득을 참

조하여 일반적으로 결정된다. 이전년도란 부과연도에 바로 앞선 회계연도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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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세 대상 소득

(1)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사업의 수행 및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이(비과세 소득 제외) 사업․
인적용역 소득(이하 사업소득이라 함)에 해당한다. 사업의 수행이란 제조․판매 

등의 상거래 활동을 의미하며, 인적용역은 특정한 지적 기술을 통하여 제공하는 

법률․의학․엔지니어링․건축․회계․기술자문․인테리어 용역 등을 의미한다. 

사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수행 및 전문인적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 임대료, 사업용 건물 보험금, 기계․공장설비등 수리비

• 감가상각비

• 사업용 자금 대출 이자

• 종업원 퇴직보험, 건강보험 납입금

• 사업준비 비용: 5년간 균등 공제

• 합병․분할 비용의 1/5: 5년간 공제

• 구성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이자 (파트너쉽)

• 접대비

• 대손금

감가상각비의 경우 법인 소유의 건물․기계․공장설비 등 유형자산 및 노하우․특
허권․상표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 자산 그룹별로 규정된 상각률(정액법이 적용되

는 대양선박 등을 제외한 대개의 경우 정률법이 적용됨)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자산의 사용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한도

액의 50%까지만 상각이 허용된다.

제조업 영위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새로이 기계 및 공장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상기의 규정된 감가상각 한도액외 당해 자산의 취득가

액의 20%에 상당하는 추가적인 감가상각비 계상이 허용된다. 한도 내 미상각 

감가상각비 잔액은 다른 원천의 사업소득 및 타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상계 

후 남은 감가상각비 잔액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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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기간설비 건설업, 운수업, 소매업, 해운

업(비거주자), 항공업(비거주자)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단, 법인의 

선택에 의해 규정된 일정 비율을 통한 사업소득 금액이 아닌 실제 지출된 필요

경비에 의한 사업소득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외부 조정 의무를 부여하여 

좀 더 엄격한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조정을 받아야 한다.

 소득금액 계산 특례

• 소매업 (연 4백만 루피 이하) : 총수입금액의 5%

• SOC건설업 (연 4백만 루피 이하) : 총수입금액의 8%

• 트럭운수업 (차량 10대 미만 보유자) : 

   - 중량물 월 3,500루피, 중량물 이외 월 3,150루피

(2) 부동산소득 (Income from House Property)

부동산 소유주는 건물과 부속토지(사업용 부동산, 나대지와 경작자의 농지, 

창고, 농가주택은 제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인도 거주자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과세된다. 

임대소득은 1회계연도 단위로 과세하며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되지 않은 

때에도 비슷한 실질 임대사례를 참고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

한다. 실지로 임대하였을 때에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실지 임대료

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산출된 임대수익에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소득계산 방식은 임대부동산과 자가 사용 부동산의 경우에 따라 아래 사

례로 같다.

-임대(Let-out) 부동산의 경우

 A씨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이다. 2003.3.1에 건축이 완공되었고 부동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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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가액은 40,000루피이며 건물은 가구 임대료 500루피를 포함(inclusive)

하여 월 6,000루피에 임대하였다. 지방세(재산세, 화재세, 교육부담금)는 

2006~2007사업연도 귀속분을 2007~2008사업연도에 4,180루피를 납부하였

다. 토지 임대세 200루피는 납부되지 않았다. 보험료로 150루피를 지불하였

고 2002.3.31 건축을 위해 발행한 부채의 이자가 6,000루피이고 2006~2007

회계연도분은 2,000루피이다. 2007~2008회계연도의 이자는 1,500루피이며 

보증금(collection charges) 1,500루피, 집을 담보로 딸의 결혼을 위한 모기

지 부채의 이자가 18,000루피이다. 건물 수리를 위해 지불된 금액이 2,500루

피이다. 이 집은 2006.5.1일부터 임대되었고 2007.2.1부터 5.31일까지 비워

있었다. 그 후에는 계속 임대되었다. 2007~08사업연도 및 2008~09사업연

도의 임대소득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루피)

2007-2008 2008-2009

연간 임대가액 (공실제외) 49,500 55,000

- 지방세 납부 4,180 -

순 임대가액 45,320 55,000

비용공제

- 토지 임대 (불공제) - -

- 수리비 (순임대가액의 30%) 13,596 16,500

- 보험료 (불공제) - -

- 건축이자 3,200 1,500

공제계 16,796 18,000

순소득 28,524 37,000

-자가 사용(self occupied) 부동산의 경우

  X씨는 2006-07사업연도에 자가사용을 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부동

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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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임대 가액          24,000루피

지방세 과세 가액           20,000루피

지방세 의무 미납분          1,250루피

수리 지출 비용              1,000루피

미지급보험료                  200루피

토지임대료 지급               150루피

건축을 위한 대출금 이자    76,000루피

부채상환                   24,000루피

 상기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위에 언급된 부동산에 대한 수입가액은 없다. 수리비, 보험료 등은 공제가 되

지 않고 건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에 

따른 소득은 다음과 같다.

    임대수익                    0

  - 건축을 위한 대출이자   76,000

    순임대소득            -76,000

(3) 근로소득

개인이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에 의해 인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통상 4월부터 익년 3월까지 또는 3월

부터 익년 2월까지의 급여가 근로소득 신고 대상이며 소득세법상 열거하고 있

는 근로소득의 종류 및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의 종류

• 급여 (선지급금 포함)

• 보험금(annuity), 연금(pension)

• 비과세 한도 초과분 보상금(granuity)

• 퇴직금

• 비급여 보상: 숙박・주거・의료・외국출장・가계도우미・교육시설・수도광열비등의 

               지원 또는 저가 또는 무상으로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기타 현금 대신 지급받은 급여 성격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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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으로 과세

• 인도에서 주재하고 있는 외국 정부 근로자의 급여

• 인도 시민권자자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인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실제로 주거와 관련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한 임대료 지원액

• 무상 또는 저가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근로소득 예시

• 근로자의 학업이나 전문적인 기술・지식 습득을 위한  학비, 책자 구입 비용 지원액

• 업무관련 교통비 지원액

•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 관련 소득세

• 중앙정부 또는 주 정부 공무원의 퇴직금(leave Encashment, Leave Salary)

• 기타 근로자의 경우에는 3,00,000 루피를 한도로 퇴직 직전 10개월간 평균 급여액 

  또는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 업무중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또한, 비급여 성격 보상금중 차량 등 지원, 교통비 지원 등 부가급여세

(Fringe Benifit Tax)가 과세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기의 근로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제외한 후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제

항목으로는 표준공제, 접대비(Entertainment)공제 등이 있는데 표준공제는 

2006-07년 신고연도부터 폐지되었으며 접대비 공제의 경우 공무원에 한하여 

5,000루피를 한도로 순수 급여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양도소득 (Income from Capital Gain)

자산을 양도한 자와 보험을 포함한 어떠한 이익을 얻은 자(보험은 판례에서 무

효가 된 사례가 있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자

산의 매매 또는 교환, 자산의 포기, 자산의 권리 소멸 등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음의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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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목적으로 보유한 재고, 원재료

    2. 동산(보석, 그림, 조각, 예술작품은 양도자산)

    3. 농지(인구 10,000명이상 도시에서 8㎞ 이상 떨어져야 함)

    4. 특별 채권

   또한 다음의 거래는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힌두가족의 지분의 양도

    2. 회사의 자산을 인도회사인 자회사에 양도

    3. 인도회사의 주식을 외국회사가 외국회사로 양도

    4. 인도회사의 주식을 외국회사 간 분할

    5. 사업구조조정으로 승계회사와 받는 회사 간의 양도

   양도소득은 단기, 장기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

    1. 단기양도: 36월 이내 보유 후 양도(상장주식의 경우 12월 이내)

    2. 장기양도: 36월 이상 보유 후 양도(상장주식의 경우 12월 이상)

   양도자산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이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양도비용, 취득비용 및 개량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다. 양도비용에는 소개비, 법률비용, 중개비용, 양도, 서류 비용, 신문광고비용, 

경매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때, 직접비용 외 유지비등 간접비용은 공제되지 않는

다. 취득비용은 취득한 비용을 말하며 교환의 경우 취득당시의 공정가액, 취득 

시 중개수수료, 등록비, 법률비용, 위약금, 이자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1981. 4. 1. 이전 취득의 경우 공정가액을 의제취득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용은 취득가액에서 감액 한다.

다음의 경우로 취득하였을 때 이전 소유자의 취득비용을 취득비용으로 한다.

    1. H.U.F의 지분에 대한 자산의 배분

    2. 증여, 상속의 경우

    3. 1987. 1. 4. 이전 회사의 해산에 따른 배분

    4. 신탁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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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양도소득의 물가상승공제는 인도정부에서 제시한 물가지수를 적용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취득부가비용 = 취득비용 × 양도시의 물가지수/취득시의 물가지수

    개량부가비용 = 개량비용 × 양도시의 물가지수/개량시의 물가지수

(5) 기타소득 (Income from Other Source)

임대, 사업․전문인적용역, 양도 소득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다른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타소득의 종류 예시

• 사용료 소득

• 은행 예금,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 전전세로 인한 임대 소득

• 산업설비․기계등 임대 소득

• 경마․게임․복권에서 발생한 소득

•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

 상기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산업설비․기계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비․보험료․수선비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단, 경마․게임․복
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마. 총소득금액 계산

각 소득 구분별(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로 계산된 소득금액

을 합산하여 총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때 각 소득별로 발생한 결손금은 동일 종류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상계가 가능한데, 소득별 결손금 상계 

가능 여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잔여 결손금에 대해서는 8년간의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 이월

된 결손금은 당해 결손금과는 달리 동일 종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상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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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투기성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투기성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

해서만 상계를 허용하고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4년으로 제한하여 투기성 

사업에 대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여: 결손금 공제 가능, 부: 결손금 공제 불가)

         상계소득

결손금

사업 ․ 전문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장기 단기

사업소득 여 여 여 여 여

전문인적용역소득 여 여 여 여 여

임대소득 여 여 여 여 여

양도소득
장기 부 여 부 부 부

단기 부 여 여 부 부

기타소득 여 여 여 여 여

바. 신고 납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4월 1부터 익년 3월 31일(이전년도)까지의 소득을 

정해진 신고 서식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부과연도 10월 31일까지, 법인은 부과

연도 9월 30일가지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

간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

급여, 이자, 임대료, 인적용역 소득 등을 지급하거나 특정한 계약자에게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총

지급액에서 소득별 원천 징수율에 의해 계산한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만을 소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의 예시

• 종업원에게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 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 기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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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 날의 기준환

율에 의해 루피로 계산하여야 하며, 지급 법인이 원천징수 세액을 부담하는 경

우에는 규정에 의해 환산한 금액을 소득자에게 귀속될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

액으로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종료일로부터 일

주일(대부분의 경우) 또는 두 달 내에 당해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세부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을 통하여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분기별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분기별 원천징수 신고기한

• 근로소득: 분기 순서별로 각각 분기 종료 후 7월 15일, 10월 15일, 1월 15일, 6월 15일 내

• 기타의 소득: 각 분기 종료 후 14일 이내

원천 징수를 한 법인은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을 의무화 하여 당해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

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도하게 원천징수 신고 ․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단계에서는 원천세 환급 신청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소득 귀속

자의 소득세 신고 단계에서야 기납부 세액으로 반영하여 정정이 가능하다.

(2) 중간예납 

납세자는 1년 동안 수익이 예상되는 소득에 대하여 예납이 요구된다. 예납된 

세금은 이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부과연도에 확정신고 시에 정산된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연간 5,000루피 이상인 자, 납세자는 1년 동안 수익이 예상되는 

소득에 대하여 예납이 요구되고 만일 정상적인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매달 1%

의 가산 이자를 물어야 한다.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분

할하여 세무서에 challan No.280~283 서식에 의하여 아래 기일에 각 분할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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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항 목 인정율 실제세율

유흥비, 연회비 20 6.798

사무실 또는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지출한 식음료비 20 6.798

컨퍼런스 참가비, 판촉비, 운송비, 숙박비 20 6.798

법정 복리비 이외의 직원 복리비 20 6.798

자동차, 비행기 수리, 유지, 운영비(감가상각 포함) 20 6.798

임차 전화 이외의 전화비용 20 6.798

연회비 50 16.995

운동 시설, 운동 시설 이외 클럽 이용비 50 16.995

선물비용, 학자금 50 16.995

직원의 해외 여행 비용 5 1.70

구  분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3월 15일

법  인 15% 45% 70% 100%

비법인 0 30% 60% 100%

  주 : 납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작을 경우 차이 액에 하여 1%의 이자를 납

부하여야 함

사.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 Tax)

2005-06 회계연도에 도입, 과세기간에 고용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혜택의 가치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외국회사의 주재원

이 인도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숙소, 차량 등의 편의 제공 부분에 대하

여 33.99%(부가세, 교육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

이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거주용 시설, 설비, 서비스 또는 특전

  -직원 또는 직원 가족의 사적인 여행에 대해 지출한 비용

  -각 고용인에 대해서 10만루피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기업부담금

위의 사항에 더하여, 사업 추진시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타소득세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며, 연체 시 

월 1%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주요 항목별 부가급부세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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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소득세 

가. 과세대상

법인 소득세와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소득의 발생여부와 총소득 금액 계산 

후 산출세액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소득공제(의료비등) 가능 여부이

다. 법인의 성격상 근로소득의 발생여지가 없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의료비 등

의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도 납세자가 지니는 성격에 따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가지 소득 구분별로 각 소득에 대응하는 경비를 공제하여 각 소득별 소

득금액을 계산한 후, 결손금 상계 등을 통하여 전체 과세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과세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나. 세율

개인소득세는 소득 정도에 따라 세율이 누진과세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 20, 30%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나아가 고령, 여성 납세의무자에 대해

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6-07, 2007-08 신고연도
(단위: 루피)

과세소득금액
세율

거주자인 고령자 거주자인 여성
(65세미만) 그 외 개인

100,000 이하 - - -

100,001-135,000 - - 10%

135,001-150,000 - 10% 3,500+10%

150,001-185,000 - 1,500+20% 5,000+20%

185,001-250,000 20% 8,500+20% 12,000+20%

250,001 이상 13,000+30% 21,500+30% 25,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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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 2008-09 신고연도
(단위: 루피)

과세소득금액
세율

거주자인 고령자 거주자인 여성
(65세미만) 그 외 개인

100,000 이하 - - -

100,001-145,000 - - 10%

145,001-150,000 - 10% 3,500+10%

150,001-195,000 - 500+20% 4,000+20%

195,001-250,000 20% 9,5,00+20% 13,000+20%

250,001 이상 13,000+30% 20,500+30% 24,000+30%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하 보유(주식 등의 경우 

1년)한 단기양도의 경우 취득원가, 필요경비, 개량비 등을 공제하고 허용된 소

득 공제를 한 후 계산된 양도소득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총소득에 10%의 세율

을 적용한다. 주식의 경우 2004.10.1이후 주식형 뮤추얼 펀드의 양도와 증권거

래세를 납부하는 단기 양도소득은 단일세율 10%를 적용한다. 이 경우 물가상승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장기 보유 양도소득은 단기양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취득비용 및 공제를 한 

후 계산된 소득에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주식과 펀드에 대하여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물가지수 공제 없이 계산한 양도소득에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낮은 세액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장기보유 거주 주택의 양도 후 양도 전 1년 또는 후 2년, 건축시 3년 이내 

취득한 경우

-농지의 양도 후 2년 이내 취득으로 인한 소득(3년 이내 양도 금지)

-공업단지의 수용 후 새 토지나 건물의 취득시 수용으로 인한 소득

-장기보유 채권에 투자한 양도 소득

-2006.4.1일 이후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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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전하는 공장

-도시지역에서 특별경제구역으로 이전하는 공장

위에 열거하지 않은 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 상표의 양도소득, 산업재산권의 

양도소득,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과 채권에 대한 양도소득,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3. 법인소득세 

가. 과세대상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수

입에서 원자재 매입, 임금, 합리적인 수준의 상여금, 임대료, 보험료, 로열티지

급액, 이자, 배당금, 리스대금, 세금(판매세, 시영세, 재산세, 도로세, 관세 등), 

감가상각, 연구개발 관련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2007회계연도부터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차입한 자본에 대한 이자지급의 경

우 125~15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기술료를 지불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연간 

25%의 감가상각을 인정한다.

나. 세율

(1) 기본세율

누진 세율이 적용 되는 개인 소득세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단일 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거주자 여부(내국법인, 외국법인), 소득종류(장, 단기 

양도소득, 그 외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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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신고연도
 법인구분 1996-67 1997-98

1998-99
~

2002-03

2003-04
~

2004-05

2005
~
06

2006-07
~

2008-09

 내국법인

장기양도소득 30 20 20 20 20 20

단기양도소득 40 40 35 35 10 10

그 외 소득 40 40 35 35 35 30

 외국법인

장기양도소득 20 20 20 20 20 20

단기양도소득 55 55 48 40 10 10

인도정부로부터
받은로얄티소득등 30, 50 30, 50 20, 30,

50
20, 30,

50
20, 30,

50
10, 20,
30, 50

그 외 소득 55 55 48 40 40 40

상기 표의 내용과 같이, 인도 과세당국은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세율을 인하 

하여 왔으며, 특히 2005-06 신고연도에는 단기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대폭적으

로 인하하였다. 비거주자 및 거주자에 대한 세율 차이를 (2008-09 신고연도 

기준) 살펴보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나, 그 외 소

득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에 대해 좀 더 높은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각종 공제․감면 등으로 인해 과도한 납부 의무의 면제 혜택을 받

는 법인에게 최소한의 법인 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납부세

액이 장부상 이익의 7.5% 보다 적은 경우 장부상 이익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으

로 장부상 이익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 신고 납부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4월 1부터 익년 3월 31일(직전년도)까지의 소득을 

정해진 신고 서식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부과연도 9월 30일까지 과세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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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한다. 큰 손실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연기가 가능하며 

이 때 신고기한 연기 대상이 되는 법인은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신고

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

료일까지 납부되어야 하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

개인 및 법인 납세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부가세, 교육세 및 고등

교육세가 있다.

부가세(surcharge)는 일정 소득 이상 수준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해

당 납세자는 소득세 납부액의 2.5% 또는 10%를 소득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

다. 법인의 경우 2007-08년 신고년도까지는 소득금액 요건이 없었으나 

2008-09년 신고년도부터는 일정 소득 이상의 납세자만 부가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납세자별 연도별 부가세 대상 요건 및 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연도

  납세의무자

2006-07
신고연도

2007-08
신고연도

2008-09
신고연도

법인

내국법인

소득세의 10%

소득금액 요건 없음
소득이 1천만 
루피 초과

외국법인

소득세의 2.5%

소득금액 요건 없음
소득이 1천만
루피 초과

개인
소득세의 10%

소득이 1천만 루피 초과

일정 소득 이상의 납세자만을 대상으로는 부가세와는 달리 소득세 납세의무

자가 있는 모든 납세자는 교육세(Cess) 납세의무를 진다. 즉, 부가세 납세의무

가 없는 경우에도 교육세와 후술하는 고등교육세의 납부 의무는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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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부할 세액은 소득세와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2%(2006-07, 2008-09 신

고연도)가 된다.

교육세에 더하여 2008-09 신고연도 부터는 소득세와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를 고등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세와 납세의무자는 동일하다.

5. 과세특례

가. 배당에 대한 과세

국내 기업(국내에서 법인격이 부여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포함)은 분배된 

배당에 대하여 추가적인 12.5%(부가세 10%와 교육세 2%를 포함하여 14.02%

임)의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3-04 예산법안은 이전 연도의 입장을 바꾸

어 놓았으며, 그 조세부담을 배당금을 받는 투자가의 수중에서 분배하는 회사로 

변화시켰다. 모든 배당은 소득세 납부 후의 법인소득으로부터 납부된다.

이러한 규정은 또한 배당을 분배하는 뮤츄얼 펀드에도 적용되며, 그러한 지급

은 투자가의 수중에서 더 이상 과세되지 않는다. 2004-05 예산법안은 기업이 

조세목적상 뮤츄얼펀드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단위 주식보유자

에게 분배하는 배당에 대한 세율을 20%까지 증가시켰다. 그러나 공개를 목적으

로 자산을 운영하는 펀드(보통주 지분 50%이상 보유)의 보유자들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가 면제된다. 2004-05 예산법안은 이러한 면제에 대한 

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외화로 구입된 특정 뮤츄얼펀드로부터 소득을 가지는 어떤 해외 금융 조직은 

그러한 총 소득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나. 이자에 대한 과세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이자에는 20%의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적용된다.(또는 

조세조약상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율은 정부승인 계획에 따라 인

도 회사에 의해서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는 10%까지 낮아진다. 채권시

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해외기관들에 대하여는 이자에 대한 세율이 단일세 20%

이다. 2004/05 예산법안은 특정 비거주자 예금정책에 따라 지급된 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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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감면을 폐지했다. 2001/02년 예산법안은 해외의 상업차관에 대한 조세면제

를 폐지했다. 2001.6.1이후 차입된 외국으로부터의 그러한 차입은 원천징수 대

상이다.

2000/01년 예산법안은 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회사 및 기타 대부를 위

한 금융회사에 의하여 수취된 총 이자 및 인도 내에서 이행된 선수금 대한 2%

의 조세를 철폐했다. 

다. 로열티 및 수수료에 대한 과세

1997.7.1이후 서명된 로열티 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금, 기술서비스료 및 외

국회사에 지급된 정액지급금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낮은 세율은 인도가 많은 나라들과 맺은 조약에서 명시되어 있다. 2005/06 예

산법안에서 2005년 6월 1일 이후 조약이 서명되는 경우에는 10%까지 세율을 

인하하였다. 만약 그 협정이 1997.6.1이전에 맺어졌다면 그 세율은 30%이지만, 

관련 조세조약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다. 기술서비스료는 인도 밖에서 수행된 서

비스에 관련된 범위까지는 조세가 면제된다. 그 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었는

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정부는 대개 동 수수료의 3분의 2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한다.

로열티에 대하여는 아무런 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세는 로열

티나 수수료 지급금의 총액에 대하여 납부한다. 로열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

사는 단지 원천징수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과세소득에서 그들을 공제한다. 

2003/04예산법안은 만약 그들이 원천징수세를 지급한다면 회사에게 지급의무

가 있는 연도에 그러한 지급에 대하여 공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했다. 종전에

는 그들은 원천징수세액이 지급된 후 그해에 단지 그 공제를 청구할 수가 있었다.

2003/04예산법안은 또한 2003.3.1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인도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로열티나 수수료가 지급된 권리나 계약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경우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 규

정을 추가했다. 비록 약간 다른 형태로 같은 회사에 의해서 경영되어 진다하더

라도 그들은 어떤 다른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그 소득은 그때 순소득을 

기초(위와 같은 총소득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님)로 계산되며 정상 세율로 과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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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의 영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발생된 비용과 본사나 다른 해외사무소에 

실제 비용을 위한 상환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인도측 당사자는 수수료가 지급되기 시작하여 6년간 같은 분할금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정액 수수료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인도의 법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교환에 있어 직접 노하우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면세를 허용한다. 독점적 특허에 대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어떤 물품의 생산이나 제조를 위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자본이득세가 된다. 

6. 기타

가. 구조조정 관련

1999/2000년 예산 법안에서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소득세 혜택 규정을 신설하

여 사업 청산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회사나 주주에게 양도소득이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계획 등에 의거 자산을 양도

하는 경우 (양수자가 내국법인이어야 함)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동일 예산 법안 및  2003-04 예산 법안 추가에 의해 손실과 비흡수 감

가상각을 상쇄시키고 이월시키기 위하여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의 최소 75%를 보유하는 경우, 합병회사는 손실과 감가상각이 축적된 

기간 동안 최소 3년간 그 사업에 관련해왔어야 하며, 합병일로부터 이전 연속

된 2년동안 고정자산 장부가액의 최소 75%를 보유하여야 한다. 2003-04년 

2002-03 신고연도부터 각각 호텔과 특정 은행 그리고 텔레콤 서비스 영위 사

업자에게도 당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고용계획에 따른 비용공제

2001/02 예산법안은 기업들에게 5년 이상 자발적 퇴직 계획에 따라 종업원에

게 그 기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 참여 계획 도입에 관련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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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새로운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급여의 30%와 동일한 금액을 

1998/99년부터 이윤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

다.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비용공제

외국법인의 지점은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소득세로 과세된다. 

41.8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부가세 2.5%, 특소세 2% 포함).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비용공제에 대한 규정은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규정과 같다.

라. 환율변동 조정 

연지급조건 또는 외화 부채와의 교환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취득한 양도자산에 

대하여 그 자산 원가의 실질적인 지급 또는 외화채무나 이자의 상환에 대하여만 

단지 환율변동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그 

원가에 대하여 변동이 일어난 당해연도에 환율변동을 위한 조정을 할 수 있었다.

마. 회사간 분담금

인도의 외국법인의 지점은 외국본점에 의해서 발생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단지 제한된 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만약 관련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적던 간에 그해 소득의 5% 또는 그해 동안 인

도의 사업에 귀속되는 본점경비의 실제지급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지점이나 자회사 형태의 지역대표부가 없이 인도에 수출하는 것으로부터 발

생하는 소득은 해외수출자의 부담으로 인도의 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에

서 판매를 위한 해외지주회사로부터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판매회사는 인도의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것의 활동결과가 사업과 관련

(관련 법률 개념)이 있는 경우 자회사는 외국회사로 하여금 납세의무가 있게 할 

수 있다. 2001/02년 예산법안은 이러한 사각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OECD

기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전가격규정을 도입했다. 이것은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및 은닉에 대한 가산세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2002/03예산법안은 고정사업장과 관계회사에 대한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였

다. 이것은 또한 그 거래가 유일한 지출 비용일지라도 국제거래에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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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나 이자의 허용이 정상가격에 관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수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정상가격의 적용이 인도에서의 조

세 부담이 있는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손실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바. 지역관리회사

인도는 본점회사에 대한 아무런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실 본점으로서 

인도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들의 해외 이익중 일부분은 인도에서 

획득된 것(따라서 과세되어야 하는)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도에 본점형태의 영업을 위치시킨다는 것은 비거주 법인에게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비록 그러한 영업에 아무런 제한조치가 없다하더라도 현재 외환관

리가 이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7. 이중과세 협정

가. 조세협약의 체결

비록 몇몇 조약은 원천징수의 표준국가세율이 부과된다고 간단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인도는 70개국과 효력을 발하고 있는 모든 소득의 원천을 포함할 수 있

는 광범위한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항공소득에 국한된 협정은 현재 15

개국과 맺고 있다. 그리고 선박이득에 국한된 협정은 6개국에 적용되고 있다. 

인도는 또한 영국과 재산 세금에 한정된 협정을 맺고 있다.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과의 협정은 배타적

인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비록 그러한 소득이 타방국의 법률이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세율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될 수는 있을지라도 한 나라에 할

당된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은 타방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협정에서는 세액공제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두 나라는 각각 자기 나라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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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징수를 하지만 각 나라는 다른 나라에 지급한 조세에 대하여 세액공제

를 하여 준다. 독일과의 조약에서는 그 두가지 방법을 결합하고 있다.

 다. 유리한 조세조약 이용

키프러스와 모리셔스와의 조약은 가장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도에 

투자하는 많은 해외투자는 직접이든 포트폴리오던 모리셔스를 통하여 들어오고 

있다. 재산이나 인도회사의 지분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로 모리셔스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처분시점에 일어나는 인도에서의 양도소득의 지급으로부터 면제를 받

고 있다.

인도의 조세당국은 모리셔스에 법인격이 있는 투자가가 인도에 투자하는 경

우 인도나 모리셔스 어디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왔다. 

2000년 4월 직접세 중앙위원회는 배당세 및 우회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즉, 해외기관투자가를 포함하여 모리셔스에 기반이 있는 거주자는 자

본이득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인도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리셔스 당국에 의하여 발행된 확인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수익적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거주자 지위를 위한 증거로서 충분하다. 인

도의 대법원은 2003년 10월 이러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라. 사전예규

사전예규 당국(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AAR)은 1999년 인도․오만 

간 이중과세협정의 혜택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 인도인에게는 적용되

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거주인도인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근

거로 인하여 더 일찌기 아랍에미리트와도 유사한 규정이 만들어 졌었다.

사전 예규란 의미는 2000년 6월1일 시행된 거주자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에 관한 사전 부과결정과 사후 부과결정을 커버하기 위하여 그 폭

이 확장되었다. AAR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그들의 특별거래가 과세될 것인

지에 대하여 사전 규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AAR은 신청을 받은 후 6월 

내에 규정을 내려준다. 이것은 신청자와 단지 그 특정거래에 대한 소득세 당국

을 구속할 따름이다.





  Ⅴ .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 (간접세)

1. 개요

2. 판매세

3. 소비세

4. 서비스세 

5. 부가가치세

6. 관세

7. 물품입시세/진입세





                                                                         

                                                                        

1. 개요

법인세와는 별도로 인도 기업들은 소비세와 개인적 지위 또는 지방자치제의 

조세와 같은 간접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비세와 관세를 인하하여 왔으며, 복잡한 구조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간접세 체계는 복잡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고,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

고 있다.

2005/06년 전반기 6개월(2005.4.1~9.30)동안 순 간접세 징수액은 2004/05

년 같은 기간동안의 24.4% 상승한 5,620억 루피에 달하였다. 재무성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의 간접세 징수액은 그해 초기부터 16%상승한 8,716억 루피였다.

2. 판매세

가. 개요

판매세는 1956년 중앙판매세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주와 주간의 거래와 상업에 있어서 재화의 구입과 판매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만 과세권이 있다. 반면에 주내에서의 재화(신문 제외)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

한 판매세는 그 판매 또는 구입이 발생한 주에 의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주정

부에는 당해 주 밖에서 발생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과정에서 일어난 재화의 판

매 또는 구입에 대하여는 과세권이 없다. 

광의적으로 보면, 주사이의 판매에 대한 중앙판매세(CST)는 재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주에서 과세된다. 비록 중앙정부에 의하여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수입은 

징수가 이루어진 주에 의해서 관리된다. 주간의 판매에 대한 조세를 관리하는 

판매세 주무국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CST법을 관리하는 권한이 또한 부여되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V.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간접세)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 (간접세)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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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다.

재화의 판매나 구입은 다음의 경우 주내에서의 거래나 상업의 과정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판매나 구입이 주와 주간에 재화의 이동을 야기시키는 경우

- 판매나 구입이 주와 주간에 재화가 이동하는 동안 재화에 대한 권리증서의 

이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특정재화가 주와 주사이의 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의회에 의하여 발표

될 수 있으며, 의회는 주에 의한 그들의 과세에 대하여 제약과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중앙판매세법은 주간의 거래나 상업에 대한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서 

특정 원료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주세는 판매와 구매가격의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 단계보다 더 많이 징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그

러한 재화가 주와 주 사이에서 거래나 상업의 과정에서 판매되는 경우 그 주에 

의해서 징수된 조세는 주간의 거래나 상업의 과정에서 그러한 판매를 발생시킨 

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주는 일반적으로 단일조세인 판매세를 부과한다. 이 판매세 의무는 

재화가 등록된 판매상으로부터 미등록 판매상이나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만 일어난다. 어떤 주에서는 그 조세는 일련의 판매의 마지막에서가 아니라 수

입상이나 제조자에 의해서 첫 번째 판매 시점에 재화에 대하여 부과된다. 그 외 

다른 주에서는 그 조세는 여러 단계의 조세가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체계를 가진 판매세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

모든 판매자는 주사이의 거래나 상업의 과정에서 그에 의해 초래된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중앙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매자는 재화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인이며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를 포함한다. 중

앙판매세법에 의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모든 판매상은 등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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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세표준

중앙판매세의 납부는 판매상의 매상고에 대한 적절한 세율이 적용되어 결정

된다. 매상고는 판매상에 의해서 수령되거나 받게될 판매가격의 총액이다. 순판

매세는 인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된 재화의 판매가를 차감한다.

판매가는 재화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판매상에게 지급될 금액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관행에 따라 현금할인이 허용된 금

액을 차감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용이 분리되어 부과되는 경우에 운반이나 인도

비용 또는 설치비용을 제외하고는 인도전이나 인도시점에 재화에 대하여 판매

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액은 제외된다. 

라. 면제

재화의 판매가 그 주 지방세법에 의거 조건 없이 면세되거나 4%이하의 세율

이 부과되는 경우 중앙판매세의 세율은 0이거나, 그러한 경우 앞서 말한 대로 

낮은 세율이 될 것이다. 그 세금은 적용된다면, 각 주내에서 재화의 판매에 부

과될 것이다.

그러나, 주내의 거래나 상업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동하는 동안 그러한 재화에 

대한 권리증의 이전에 의해서 동일 재화의 연속된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면제

가 된다.

- 정부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재화가 특정 명세가 있다면, 등록된 판매

상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판매상이 그 재화가 구입된 등록 판매상으로부터 과세당국에 규정된 신고

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분, 주식, 증권 및 청구권의 판매는 판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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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세

가. 개요 

소비세는 1944년에 제정된 중앙소비세법에 따라 징수되며 중앙소비세 규정에 

의해 보완된다. 소비세율은 1985년 중앙소비관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소비세는 경제특구에서 생산․제조된 재화는 제외하고 인도에서 생산되거나 제

조된 재화에 대하여 간접세로 징수한다. 그리고 중앙소비세위원회를 통하여 중

앙정부가 관할하고 1944년 중앙소비세법의 관세 조항은 다음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앙부가가치세로서 알려진 소비세((CENVAT, Excise Duty, 물품제조세)

- 특정상품에 대한 중앙부가가치세에 추가된 특별소비세

소비세는 공장건물이나 창고로부터 재화가 이동하는 시점에 제조자가 납부한

다. 과세표준은 생산품의 도매가격이 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일정 소비세 과세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에 부과될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한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

여 사용되어왔다.

 소비세 면제 사유

• 소규모 부문과 사회 취약부문에 대한 보조

• 생산의 촉진 및 산업성장 고무

• 특정 원료의 사용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일정 생필품의 사용 장려

• 기술적, 교육적 및 연구활동 촉진

• 수출 촉진

나. 등록

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의 생산자 또는 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거래하는 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국에 그들의 장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 (간접세)  87

 등록 대상 납세자

• 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모든 생산자

• 수입상을 포함, Cenvat Credit Rules 2001 규정에 따라 송장을 발행할 의향이 있는 자

• 개인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소비세 과세 재화를 보유하고 있고 최종 소비자 면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수출 재화를 생산하거나 조립, 조세가 납부된 투입물을 사용 그리고 이미 지급된 조

세에 대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자 하는 수출상 

• 재화를 제조 또는 가공, 조세가 납부되지 않은 투입물의 사용 및 최종 재화를 수출하

고자 하는 수출상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 조세가 면제되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비세과세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자

• 신고서에 9백만루피를 초과하는 청산가치를 신고하기만 하면, 청산가치에 기초를 둔 

면제의 자격이 있는 소규모 생산자

• 1962년 관세법에 의거 권한이 부여된 100% 수출지향 산업,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특

구에 소재하는 자

• 1962년 관세법의 보세창고업 조치에 따라 소비세 과세품목을 생산하는 자

 

다. 세율

2008년-2009년 인도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촉진을 위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소비세율을 16%에서 14%로 인하 발표하였다.

일부 품목에 따라 8%, 12%, 24%의 세율이 부과되기도 하며, 매년 정부 예산

안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산업현황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

매월 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2008-2009년 소비세 인하 품목 

- 제약분야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8%로 인하

- 버스와 버스의 차대에 대한 소비세, 소형차에 대한 소비세, 이륜차와 3륜차

에 대한 소비세, 종이와 판지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12%로 인하

- 쓰기와 프린팅, 포장지 등 다양한 목적의 종이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

서 8%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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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관련 기계류, 무선 데이터 카드, 포장된 코코넛 워터, 차, 커피믹스, 

puffed 쌀을 포함한 몇몇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16%에서 면제

- 정수기, 베니어합판, 살균한 붕대, 특정포장 원료와 아침용 시리얼 등을 포

함한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16%에서 12%로 인하

- 항 AIDS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대량의 의약품에 대해 소비세를 완전히 면세

- 50KW와 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2톤 이상의 냉동장비(컴프레서, 콘덴서 장

비, 증발기 등으로 구성된)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

 2008-2009년 소비세 인상 품목 

- 벌크 시멘트는 1MT당 400루피 또는 종가세 14%를 부과, 시멘트 벽돌은 

1MT당 450루피의 소비세 부과

- 포장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2%로 인상

- 필터-비필터 담배들에 대한 세금부과 전망

- 브랜드 없는 경유는 리터당 14.35루피, 디젤은 리터당 4.60루피의 특소세 부과

- 폴레이스터 필라멘트 얀(yarn)에 대해 ‘NCCD'라고 불리는 1%의 소비세 부과

4. 서비스세 

인도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서비스세를 도입하였고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비스세의 부과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다. 현재 컨설팅, 부동산, 

조사회사, 공인회계사 등 100여개의 열거된 서비스만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고, 인도 내에서 이용된 서비스에 한한다.

세율은 12%이며, 여기에 총서비스세의 3%의 부가세를 합하여 12.36%가 부과

된다. 매월 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물품 제조업자는 자신이 공급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납부한 서비스세를 소비

세(물품제조세) 납부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인도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서비스를 받는 인 또는 인격체는 그 서비스가 비

거주자나 인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 의해서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04 예산법안은 외화환전에 지급되는 수

수료에 대한 종전의 서비스세 면세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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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 

인도의 각 지방정부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개념이 같다. 2005. 4. 1부터 도입하기 시작

하여 현재 모든 주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라 주판매세

는 폐지되고 있다.

세율은 품목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5%이며, 예외적으로 산업용 원자재

나 자본재, 농산품, 의약품 등 270개 품목에 대해서는 4%가 적용되고, 금, 은 

등 귀금속에 대해서는 1%가 적용되고 있다.

신고기한은 매월 7일이며, 분기별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신고된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발생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매출부가가치세

에서 차감된다. 

6. 관세 

인도의 관세구조는 기본관세와 상계관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기본관세는 순

수한 관세를 의미하여, 상계관세는 내국세인 소비세(Excise duty)를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합산하게 되는 CVD(Counter Vailing Tax)가 있

다. 또한 인도는 교육특별세 3%를 상계관세와 총 관세에 각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 관세율은 기본관세와 상계관세의 단순 합보다 약간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2006-2007년부터 새로이 기본관세 인하에 따른 내국 산업보호 

목적의 추가적인 특별관세로서 ACD(Additional Custons Duty)를 최종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기본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최종 관세부담액이 

증가하였다.

  인도는 품목에 따라 관세가 다르며, 전체 품목의 70%가 기본관세가 적용되

고, 지난 수년동간 매년 5%씩 인하되었고, 2007년-2008년에 제품 기본관세는 

10%로 인하되었다.

  기계류 등 자본재와 특정 원자재에 대해서는 5% 또는 1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많고, 수출구역에서 제작한 물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할 경우 관

세는 품목별 기본관세율의 100%에서 50%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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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09년 관세 산정 방식 

관  세 % 산  출  식

기본관세

(Basic duty)
10

 가. 기준가격 : 100으로 가정

   A. Basic duty : 10%=10

 나. 기본관세 후 가격 : (가) + A = 110

상계관세(CVD) 14
   B. Countervailing Duty(CVD): 

(나)*14%=15.4

교육특별세(Cess) 3

   C. CVD Education Cess: (B)*3%=0.462

   D. Total Education Cess: 

(A+B+C)*3%=0.7758

특별관세(ACD) 4    E. (가+A+B+C+D)*4%=5.065512

합계 31.7  다. 총관세 : A+B+C+D+E=31.7033

 2008-2009년  수입관세율 변동품목 

 - 철강 용해 스크랩과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기본관세를 5%에서 0%로 인하

 - 생명관련 제약 및 제약을 위해 사용되는 대량의 약에 대한 상계관세 안전면

제 및 기본관세 10%에서 5%로 인하

 - 사료용 비타민혼합, 미네랄혼합에 대한 기본관세를 30%에서 20%로 인하, 

인산에 대한 기본관세를 7.5%에서 5%로 인하

 - I/T전자 하드웨어산업의 특정 원자재와 이부 세톱박스 부품에 대한 완전면세

 - 스포츠제품의 제조를 위한 기계류에 대한 기본관세를 7.5%에서 5%인하, 스

포츠제품 원자제에 대한 기본관세 면제

 -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사용되는 컨버전스 제품에 

대한 기본관세를 10%에서 5%로 인하

 - 보석수출촉진을 위해서 미가공 큐빅 지르코니아에대한 관세면제, 가공된 큐

빅 자르코니아 제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10%에서 5%인하, 미가공 산호에 대

한 기본관세는 10%에서 5%로 인하

 - 헬기 시뮬레이터에 대한 기본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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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료생산 원조를 위해 원유와 미정제 황에 대한 기본관세를 5%에서 2%로 

인하

 - 폴리머에 제조에 사용되는 나프타에 대한 관세면제 철회하여 5%의 관세를 

부과하고, 비료생산을 위해 수입된 나프타에 대해서는 관세면제를 유지함

 7. 물품입시세/진입세(Octroi Duty/ Entry Tax) 

  도시(municipal)당국에서 과세하는 물품입시세는 도시 안에서 판매 또는 사

용, 소비를 위해 그 도시 안으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한다. 

  진입세는 주(state)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하여 주 정부가 과세한다.





   Ⅵ .
재  산  세

  1. 부유세

  2. 증여세 등

  3. 자본과 자산에 대한 기타세

  4. 자동차세





1. 부유세

가. 개요

부유세는 개인, HUF(힌두 비분리 가족) 및 기업의 새로운 부에 대하여 1957

년 부유세법(Wealth Tax Act, WTA)에 의거 부과된다.

부유세는 인의 순재산에 대하여 각 과세연도에 징수된다. 소득세 목적상 정의

된 바와 같이 평가일은 일반적으로 이전연도의 마지막 날인 매년 3월31일이다 

나. 납세의무자

인도 시민, 조합, 거주자인 회사 및 HUF는 그들의 전세계 자산에 대하여 부

유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도시민이 아닌 자, 비거주자인 회사 그리고 비거주자나 비정규거주인 HUF는 

인도내에 소재한 자산(부채 차감)에 대하여 부유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자지급이 전체 소득에서 배제되는 경우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인도 내에서의 

부채는 계산에서 차감되는 것이다. 

개인과 HUF에 관한 거주 및 일반거주의 정의는 소득세법에서와 같다. 당해

연도에 만약 회사가 회사법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그들의 업무의 관리와 경영이 

인도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들은 인도의 거주자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세에 덧붙여, 모든 회사들은 특정자산에 대하여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전체가액의 1%를 부유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세는 

특정자산에 대하여 1.5백만 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VI. 재 산 세Ⅵ. 재 산 세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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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세대상 자산

부유세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 게스트 하우스

- 거주용 및 상업용 주택

- 도시지역한계 25㎞이내에 있는 것으로서 농가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토지

- 상업 시설이나 복합건물

- 렌트카 사업이나 재고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 자동차

- 재고품이 아닌 보석이나 귀금속

- 상업목적이 아닌 요트, 보트 및 비행기

- 50,000루피가 초과되고 타인을 위한 계정에 기입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등이 보유한 현금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나 토지

• 상근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나 관리자로 급여액이 500,000루피 이하인 자에게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주택 

• 재고의 일부로서 주거목적이나 상업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주택

• 부과대상자가 그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이나 직업의 목적으로 점유되는 주택

• 이전년도에 최소 300일기간 동안 사용된 주거용 재산

라. 면제

다음 실체의 순재산은 부유세 대상에서 특별히 면제된다.

- 상업, 예술, 과학, 종교, 자선사업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 

(이 회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이익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배

당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협동단체

- 사회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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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 규정된 정치집단

- 세법에 정의된 뮤추얼펀드

비거주자에 의해서 소유되는 GDR과 신탁인의 자격으로 해외저축은행에 의한 

기초지분의 소유는 부유세의 규정에서 면제된다. 

마. 순재산의 계산

순재산은 인에 의해서 소유되는 자산의 집합이다. 과세대상 자산이 확실하거

나 과세대상자산에 관련되어 발생되어 소유되는 부채를 차감한다.

개인의 순재산의 계산은 적절한 대가나 별거 계약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나 어린 자녀에게 양도된 재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대가나 

개인의 유보된 이익이 아니거나 취소할 수 없는 양도를 통한 것이 아닌 경우에

는 어떤 단체에 양도한 재산의 가치도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 재산은 순재산의 계산으로부터 배제된다.

- 자선이나 종교적인 성격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신탁 또는 법적의무에 따라 

부과대상자에 의하여 보유되는 자산

- HUF의 한 일원인 HUF의 공동상속자산에서 부과대상자의 이익

- 법적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주거지 또는 보석류

- 인도에서 영구 거주목적으로 인도로 회귀하는 인도출신인 사람이나 해외거

주 인도시민이 인도로 들여오는 화폐 및 자산의 가치. 이러한 자산에는 회

귀연도 1년전부터 그러한 자금으로 인도내에서 구입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러한 면제는 개인이 인도로 회귀한 당해 부과연도에서 시작하여 연속되

는 7년간 적용된다.

- 개인이나 HUF를 위한 하나의 주택이나 주택의 일부 또는 토지구획면의 

가치 

- 비거주자의 경우 인도 외에 소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가액과 소득세법의 10

조에 의한 가액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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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가 면제되는 사람들의 재산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부채를 제외하고는 

부과대상자에게 지워진 모든 부채는 공제가능하다.

부과 공무원은 부유세 부과 목적상 평가 공무원에게 어떤 자산의 가치를 조

회할 수있다. 이러한 권한의 범위는 당초 평가가 등록된 평가자에 의하여 평가 

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바. 세율

부유세율은 1,500,000루피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하여 1%이다.

세법에 명시된 소득세 당국은 또한 부유세 목적상 부과, 징수 및 조사기능을 

위한 책임이 있다. 부유세법은 또한 평가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부유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한다. 신고서 완성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부유세 신고서 작성 ․ 제출의무자

• 개인 그 자신 또는 인도에 살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권한있는 대표자

• HUF, karta 또는 만약 HUF가 인도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신적으로 박약한 

경우에는 어른인 구성원

• 회사, 경영관리자

신고는 자기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고, 신고서 제출을 어기는 경우 이자와 가

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며, 질의 등에 답변하는 규정이 있다.

신고마감기간은 법인의 경우 10.31일이다.

신고서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전지(Acknowledgement slip) 2부

3. 대차대조표의 정본

4. ‘순자산가치표’의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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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공무원의 보고서(있을시)

6. 자산, 부채 가액의 평가를 위한 증거서류

7. 부유세에 첨부된 서류에 요청되는 부속 서류

사. 집행

세법에 명시된 소득세 당국은 또한 부유세 목적상 부과, 징수 및 조사기능을 

위한 책임이 있다. 부유세법은 또한 평가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부유세 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적용되는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

어 져야한다. 신고서 완성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부유세 신고서 작성 ․ 제출의무자

• 개인 그 자신 또는 인도에 살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권한있는 대표자

• HUF, karta 또는 만약 HUF가 인도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신적으로 박약한 

경우에는 어른인 구성원

• 회사, 경영관리자

신고는 자기평가방법으로 할 수 있고, 신고서 제출을 어기는 경우 이자와 가

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며, 질의 등에 답변하는 규정이 있다.

2. 증여세 등 

가. 증여세

1988년 10월1일자로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증여세의 폐지 이전에 만들어진 증여세는 1958년 증여세법에 예속되었었다. 

그 세율은 3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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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속세 

상속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속에 의한 자산의 이전시 인지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다. 부동산세 

부동산세는 1953년 부동산세법에 의거 징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폐지되었다.

3. 자본과 자산에 대한 기타세

토지세는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 주정부에 의하여 부과된다. 평가방법과 세율

은 주에 따라 서로 다르다.

토지세는 토지수입에 대하여 부가세 형태로 지방당국에 의해 부과된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조세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징수되며 대개 연간 임대가액

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량세는 지방당국에 의해서 징수되며 도시계획 및 도시개선에 의하여 야기

되는 토지 가치의 증가에 기초로 두고 있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조세는 지방당국에 의해 징수되며 자산 가액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조세는 주 인지세에 추가된다.

4. 자동차세

자동차에 대한 조세는 주정부에 의해 징수되며 그 수입은 주 도로의 개발과 

유지를 유하여 사용된다.



    Ⅶ .
기타 조세

        1. 등록세

        2. 인지세

        3. 사회보장세

        4. 해외여행세





1. 등록세 

기존 기업을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는 신규 기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와 같다.

가. 지분 자본을 가진 기업

1) 100,000루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본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 기업등록 

수수료로 4,000인도루피를 납부해야 한다.

2) 100,000루피를 초과하는 자본을 가지는 경우 4,000루피의 수수료 납부와 

더불어 액면자본금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자본금 구간별 추가 납부할 수수료 

• 100,000루피 초과 500,000루피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액면자본금의 매10,000루피에 대하여 300루피

• 500,000루피 초과 5백만 루피 부분에 대하여는 

     액면자본금의 매10,000루피에 대하여 200루피

• 5백만루피 초과 1천만루피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액면자본금의 매10,000루피에 대하여 100루피

• 1천만루피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액면자본금의 매 10,000루피에 대하여 500루피

     총 추가납부 수수료의 최고한도는 2천만 루피이다.

VII. 기타 조세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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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분 자본이 없는 기업

협회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의 수에 따라 다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원수에 따른 수수료 (INR)

•  1 ~ 20인  1,000루피  

• 21 ~ 99인  2,500루피  

• 100인 이상이고 사원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 2,500루피에 각 50인에 대하여 10루피

를 더함

• 사원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 5,000루피

총 수수료액은 최고 5,000루피로 제한되어 있다.

2. 인지세 (Stamp Duties)

가. 일반

인지세는 1899년 인도 인지세법에 따라 징수하며, 1925년 인도 인지 규정에 

의해 보충되었으며 또한 인도와 주정부의 개정안에 의해 축소와 완화가 발표되

었다. 일반적으로 인지세법 하에서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적인 법률문서나 

서류는 인지세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서류가 될 수 없다.

중앙정부는 금융관계서류에 인지세를 부과하고 주정부는 기타 서류에 인지세

를 부과한다. 인지세는 환어음, 약속어음, 보험증서, 주식양도계약서, 부동산의 

양도계약과 같은 서류에 다양한 세율로 부과된다.

나. 세율

인지세율은 1899년 인지세법의 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조합 등의 규약

회사법에 따라 무기명공채에 대한 지분보증서의 발행에 대하여 적용하는 인

지세는 보증서에 명시된 지분의 액면가액과 동등한 대가에 대한 양도증서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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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 세액의 150%이다.

 서류세의 유형

• 회사의 조합 규약 : 인도 회사법 15조에 의거 조합정관이 수반되는 경우는 15루피

                     그렇지 않은 경우 40루피

• 회사 조합의 정관 25루피

• 아래금액이 있는 공증증서 (양도에 대한 배서 또는 법률문서에 의한 경우)  

 -   1 ~  10  0.10 루피  

 -  11 ~  50   0.20 루피  

 -  51 ~ 100   0.35 루피  

 - 101 ~ 200  0.75 루피  

 - 201 ~ 300  1.10 루피  

 - 301 ~ 400  1.50 루피  

 - 401 ~ 500  1.85 루피  

 - 501 ~ 600  2.25 루피   

 - 601 ~ 700  2.60 루피  

 - 701 ~ 800  3.00 루피  

 - 801 ~ 900  3.40 루피  

 - 901 ~ 1,000 3.75 루피  

 - 1,000초과시 각 500마다  1.85 루피  

• 그 외 공증증서가 아닌 채권등에 대한 인지세가 금액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2) 양도증서

양도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매각의 양도증서와 동산 및 부동산이 이전되는 모

든 법률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지분증서는 배제한다.

양도증서에 대하여 납부할 인지세율은 양도권리증에 언급된 대가에 따라 계

산되어져야 하며 실질 자산가치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인지세법의 규정

은 국세청에 부과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도된 자산 가액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록기관이 적절한 인지세의 

부과를 위해 징수기관에 법률증서를 보내면 징수기관의 명령은 합법화된다.

(3) 지분증권 등의 양도

대가에 관계없이 지분증권의 양도는 인지세의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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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또는 수탁자로부터 실질소유자에게로 등록된 지분증

권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탁자에 

의하여 취급되는 지분증권의 실질소유권의 양도는 인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4) 기타 파트너십 문서와 모기지 법률문서 등에 대한 인지세가 있다.

3.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종업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용주에게 부과

된다. 종업원 주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저임금계층을 위하여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임금의 5%를 기부하는 것이 요구된다. 퇴직

급여법에 따르면 각 근무년도에 대하여 15일의 평균급여를 기초로 퇴직 또는 

고용의 종료시에 종업원에게 퇴직급여가 지급된다.

인도는 사회보장기부금 외에는 어떠한 지급급여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4. 해외여행세

해외여행세는 인도에서 출발하는 국제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부과된다. 그 세율은 이웃나라로의 여행에 대하여는 150루피이고 그 외의 나라

에 대하여는 300루피이다. 



  Ⅷ .
 한 ․ 인도의 조세협약

           1. 본 문

     2. 의정서





1. 본  문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서명

1986년 8월 31일 발효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의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

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

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 득 세

  (2) 법인세 및

  (3) 주 민 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인도의 경우에는

  (1) 1961년의 소득세법(1961년 법률 제43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

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함)

  (2) 1964년의 법인(소득) 부가세법(1964년 법률 제7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부가세(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X. 한 ․ 인도의 조세협약Ⅷ. 한 ․ 인도의 조세협약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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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

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

사항을 상호통지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

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인도를 

의미한다.

 나.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인도의 조세를 의미한다.

 다.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하나의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라.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

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마.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

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바.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을 위임받은 자, 인도의 경우에는 재무부중앙정부(세입국) 또는 그의 권

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일방체약국에서 시행

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단체 또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

한 운송을 의미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각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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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

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

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

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

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

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

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

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

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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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

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상”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또한 9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건설, 조

립 또는 설비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포함한다.

4.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

설의 사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유지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

고유지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장소의 유지

 마.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기타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

된 장소의 보유. 단, 그러한 활동이 기업의 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예비

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바. 본항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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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인 대

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

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만약 그 활동

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으로 인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 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

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그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개

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

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

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

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

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

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ㆍ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

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

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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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적용된다.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

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

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

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

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

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을 위해서 발생되고,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국

내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

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

유로는 어떠한 이윤도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 각 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

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소득 및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으로부터 발

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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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본조의 목적상, “항공기운행”이라 함은 항공기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용

선계약자에 의한 승객, 가축, 재화 또는 우편의 운송을 의미한다. 또한 다

른 기업을 대신하여 그러한 운송의 매표, 용선계약에 의한 항공기의 부수적 

임대 및 그러한 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활동을 포함한다.

제9조【해상운수】

1. 선박의 국제운수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

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의 국제운수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이

윤은 그러한 운행이 수행되고 있는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렇게 과세되는 조세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50퍼센

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운영체에 참

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0조【특수관계기업】

아래 두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

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

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ㆍ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ㆍ지배 또는 자

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제11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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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

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

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0퍼센트 

이상을 직접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20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

는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

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

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

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

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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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이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진정한 금

융업을 수행하는 은행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

서 부과되는 조세는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나. 이자가 일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

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

며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국채, 공채 및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 및 경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

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

없이,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

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

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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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

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

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

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 또는 특

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 공식이나 비 공정의 사용이나 사

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

상, 사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

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

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

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

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기슬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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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내에 있는 고정시설로부터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

행하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재산 또는 계약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

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따라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자신, 그 정치

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

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

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이, 그들의 지급의 원인

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

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

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

약국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4조【양도소득】

1.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

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러한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

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

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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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

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해서 국제운수상 운행되

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

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5. “양도”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의거한 양도를 의미한다.

제15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

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6조【종속적 인적용역】

1.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

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

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

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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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

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전년도” 또는 “과세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

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본조의 전술한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이사 및 최고경영자의 보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최고경영자의 자격

으로 취득하는 급료ㆍ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

에서 과세할수 있다.

제18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ㆍ영화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

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

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

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

이 동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에는,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체육

인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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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일방체약국 방문이 실질적으로 타방체약국, 그 정

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동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해 동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이윤, 급료, 임금 및 유사한 소

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연금】

1.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

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20조【정부기능】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

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에

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

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된 

용역에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

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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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본조 제1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

무역진흥공사, 인도의 경우에는 인도준비은행 및 인도수출입은행,그리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승인되고 합의되는 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1조【학생 및 훈련생이 수령하는 지급금】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

는 학생 또는 사업훈련생은 다음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ㆍ교육 또는 훈련을 위하여 동 타방체약국 밖에 거주하는 인

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급금 및

 나. 어느 “전년도” 또는 “과세연도”중에 17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인도통

화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의 고용으로부터 생기는 보수. 

단 그러한 고용이 그의 연구와 직접 관련되거나 그의 생계를 위하여 수행

되어야 한다.

2. 본조의 혜택은 수행되는 교육 또는 훈련을 완료하는데 합리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필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은 본조의 혜택을 그가 동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5년

을 초과하여 갖지 못한다.

제22조【교수, 교사 및 연구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인가된 대학교, 대

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

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가 동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속되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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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조

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는 그러한 연구가 주로 특정의 인 또는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연구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소득】

이 협약의 전제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

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24조【이중과세의 배제】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적

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

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인도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여

야 할 인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

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

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인도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

재시행 중인 인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인도의 

제법률 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

이나 그에 추가하여 인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인도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인도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인도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다음

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

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

액의 20퍼센트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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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2조 제3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다. 제13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5퍼센

트의 금액

3. 인도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본항의 일반

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인도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인도세법의 규정에 따

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거하여 납부하

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

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인도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인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인도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

당하는 인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

국의 제법률 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

서 한국조세의 감면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한국

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다

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

트의 금액,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

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제12조 제3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

퍼센트의 금액

 다. 제13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5퍼센

트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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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

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

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

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

지 아니한다.

 3. 제10조, 제12조 제7항 또는 제1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

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마치 그것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처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제된다.

 4.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

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

하여 적용된다.

제26조【상호합의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

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구제수

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 또는 그의 문제가 제25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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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

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의 통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

야 한다.

2. 만약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

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상의 어떠한 시한에

도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협의 

할 수 있다.

4.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

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

두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러한 교환은 양체약

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27조【정보교환】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상의 과세가 이 협약

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이 협약 또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그러한 조세의 사기 또는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

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 로 취급되

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정보가 본래전달하는 국가에서 비 로 간주된다

면 동 정보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및 동 조세에 관

한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게만 공개된다.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나, 공개재판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에 있

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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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교환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한 적절한 조건, 방법 및 기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세회피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개발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

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

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ㆍ사업상ㆍ산업상ㆍ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

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9조【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 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를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 대한 기타 조세

 나. 인도에 있어서는

  (1)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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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 협약이 가서명된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 대한 기타 조세

제30조【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동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의 기간

만료 후에 시작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

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

한 기타 조세

나. 인도에 있어서는

 (1)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

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2)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ㆍ힌디어 및 영어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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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정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인도공

화국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의 서명자는 다음의 규정이 이 협약

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이 협약 제2조 제3항 가. 에 관하여, 이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련

하여 부과되는 경우의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이 협약 제8조 및 제9조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1) 국제운수상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기금에 대한 이자도 동 항공

기 및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으로 간주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의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에 관

하여, 동 기업은, 인도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또한 

면제되고,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인도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3. 제9조에 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양체약국 또는 그들의 권한

을 위임받은 지명인간에 선박운수에 관련된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되는 과세연

도 이후에 수행되는 선박운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더 나아

가, 양체약국 또는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명인간의 선박운수에 관한 협정

이 발효될 때까지, 제2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양해한다. "국제운수상 선박

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동 운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렇지 않은 동국의 국내법에 의해 부괴되는 

조세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의 제2항 및 제4항에 관하여, 동항의 제규정은 이 협약이 유효한 최

초 5년 동안 적용되나,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

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 단어별로 이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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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7월 19일 뉴델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ㆍ힌디어 및 영어로 각 2

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인도공화국정부를 위하여





  Ⅸ .
유관기관 연락처

 





 주한 인도대사관 (Embassy of India)

▸ 서울 용산구 한남동 37-3  

▸ Tel : 798-4257

▸ 홈페이지 : http://www.indembassy.or.kr/

 주인도 한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ension, New 
Delhi-110021, India

▸ Tel (91-11)2688-5412, Fax :2688-4840, E-Mail : 
india@mofat.go.kr

 뉴델리 주재 대한무역진흥공사(Korea Trade Center New Delhi) 

▸ B9-1, Vasant Vihar New Delhi-110057, India 

▸ Tel : (91-11) 5166-0981~5, Fax : (91-11) 5166-0980

▸ E-Mail : ktcdelhi@ndc.vsnl.net.in

 뭄바이 주재 대한무역진흥공사(Korea Trade Center Mumbai) 

▸ No. 93, 9th Floor, Maker Chambers VI, Nariman Point, 
Mumbai 400 

▸ Tel : (91-22) 5631-8000, Fax : (91-22) 5631-8780

▸ E-Mail : ktc_mumi@yahoo.com

 인도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inance, 
North Block, New Delhi 110 011

▸ Tel : (91-11) 2309-4152, Fax : (91-11) 2309-4052

XI. 유관기관 연락처Ⅸ. 유관기관 연락처
                   인 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인도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2008.1.1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인도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

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23~1424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송 성 권

                             행정사무관        이 선 주

                             세무조사관        김 헌 국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임 병 호(397-1456)
 

             인쇄처: (주)아트팰리스  T.(02)2277-1088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23)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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