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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laysia: Updated form for cross-border transactions, transfer 

pricing risk assessments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위험평가를 위한 국제거래 양식 개정 

  

말레이시아 국세위원회(The Inland Revenue Board)는 이전가격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납세자가 제출하는 국제거래에 대한 양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우편으로 Form MNE 

[Pin1/2017]을 수취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발송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양식을 완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양식에서 

요구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법인세율의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을 시 해당 회사의 법인명 및 소재국 

 납세자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을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에 대한 정보 

(1) 연구개발활동의 종류 

(2)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프로세스 유형 

예: 생산라인 및 엔지니어링의 개선, 현행 제품 개선 및 현행 모델 

업데이트, 신제품 개발 등 

(3)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납세자 및 특수관계자의 활용 

여부 

(4)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인센티브 수취 여부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6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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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활동의 지적재산 창출 여부 

 납세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제공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이에 대한 정보 

(1) 자금 지원 제공법인에 대한 정보(법인명, 국가 등) 

(2) 자금 지원의 종류 

(3) 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혹은 기타) 지급 여부 

(4) 지급금의 지불 빈도 

 납세자의 소속 그룹(혹은 특수관계자)가 상표, 브랜드명 혹은 

지적재산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경우 해당 회사의 법인 

명 및 소재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세부 사항 

이에 더하여, 개정 양식은 이전과 달리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뿐 아니라 

국내 소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한 경우 분담 금액 또한 기재하여야 합니다.  

 

China Toughens Tax Abuse Provisions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5 pg. 184)  

중국: 조세조약 남용방지 조항 개정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미국의 세법개정에 대응하여 2018 년 제 9 호 공고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하는 Treaty 

Shopping 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조세법규를 성실히 이행하나 중국 내 

물리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에게 혜택을 주며, Safe Harbor 

규정을 개선하는 과세행정 방안을 오는 4 월 1 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고에 포함된 개정방안은 중국 내 자회사가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후 12 개월 내에 제 3 국 거주자에게 소득의 50%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중국 내 사업이 실질적 경영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에서 관련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면세 

또는 초저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대출계약 외에 채권자와 제 3 자사이에서 금액, 이율 및 체결시기가 

비슷한 기타 대출 또는 예금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특허, 기술 등의 유상 사용권양도계약 외에, 중국 내 자회사와 

제 3 자 사이에 이러한 사용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07/after-the-flood-more-rain-19-july-2017.html


또한, 2012 년에 도입된 현행 Safe Harbor 규정 또한 손질하여 더 많은 

수익적 소유자가 정밀 조사 및 세법준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호 공고에 따르면, 개정된 Safe Harbor 규정은 조세조약 

상대국 정부, 조세조약 상대국에 상장하고 소재하는 회사, 조세조약 

상대국의 개인 및 이러한 개인 혹은 법인에 직간접적으로 소유된 법인을 

포함합니다. 단, 중간지주회사의 경우 중국이나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이어야만 합니다. Safe Harbor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포함되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복합적이며 불리한 요소들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해주며 다국적 기업들이 미리 세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Coca-Cola Chairman to IRS: Bottlers, Business Units Differ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4 pg. 161) 

Coca-Cola to IRS: 본사와 해외법인 기능 차이에 대한 의견 밝혀 

회사의 글로벌 회장 Muhtar Kent 는 “Coca-Cola 는 지역 기반의, 분권화된 

기업으로 전략 및 마케팅 관련 많은 부분의 기능을 현지 지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33 억 세금 관련 조세재판이 시작될 때 증언하였습니다. 

이번 미국 연방 조세법원 사례의 결과는 Coca-Cola 의 기업구조에 관련한 

IRS 와 회사의 이견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의 과세당국인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는 6 개 국가에 소재한 

Coca-Cola 의 외국 법인 및 라이선스 피허가자에 할당된 $94 억의 수익은 

외국에 소재한 법인이 아닌 미국 과세대상인 모회사로 할당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회사는 외국 법인들은 투자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개발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수익은 외국에 소재한 법인에 할당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전임 CEO 이였던 Kent 는 다수의 사업상 의사 결정은 Atlanta 에 

소재한 회사의 본사뿐만이 아닌 17 개의 현지 사업부서를 통해 수행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느 시장을 보아도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은 각 사업부서이다. 대중, 고객 

환경, 시스템 직원들 그리고 정부에 비춰지는 회사의 얼굴은 항상 회사의 

사업부서들이다”고 재판이 열린 3 월 5 일에 Kent 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Kent 는 “Coca-Cola 의 모든 사업부를 일괄하여 합쳐졌을 때가 바로 

회사의 진정한 사업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사 vs 해외법인  

이전가격 책정규칙은 한 기업과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비 

특수관계자 또는 독립적인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와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이전가격 정상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회사들의 거래와 비교가 가능한 유사한 예를 

찾습니다. 

IRS 는 Coca-Cola 의 사업부인 공급 담당 부서(Supply points)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료 농축액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적인 

탄산음료제조업체와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RS 의 대기업 및 국제 담당 부서의 특별 검사인 Jill A. Frisch 는 회사의 

공급 담당 부서가 본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Coca-Cola 의 선임변호사인 John Magee 는 본사와 회사의 라이선스 

피허가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탄산음료제조업체는 제품의 생산 및 유통만 담당하는 반면 회사의 

라이선스 피허가자는 마케팅 등 무형자산에 투자를 수행하는 “brand 

builder”라고 덧붙였습니다.  

Kent 는 Coca-Cola 의 사업부서는 회사의 대외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마케팅 및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현지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산음료제조업체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일환으로 생산, 판매 및 유통 관련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RS Budget Woes Driving Advance Pricing Agreement Fee Hike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4 pg. 170) 

IRS 예산문제로 인한 APA 수수료 인상 

IRS와 새로운 APA (advanced pricing agreement)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2019년부터 90% 인상된 수수료를 충당해야 하며, 이러한 수수료 인상은 

IRS가 예산문제를 겪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IRS APMA (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John C. Hughes 는 Bloomberg 와의 이 메일에서 “IRS 의 

예산문제를 고려하여, IRS 는 이전가격 합의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APA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Hughes 는 “APA 수수료 금액은 사례 개발, 협상 및 해결 등에 투입되는 

시간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타 납세자의 APA 사례의 분석 등에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비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APMA 부서는 외국 정부와의 이중 과세 분쟁해결과 회사와 IRS 혹은 외국 

정부 간의 협상을 담당하며, 납세자가 향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및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Hughes 는 APA 관련 수수료는 IRS 에서 수취하는 다른 유형의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일반 기금으로 입금되며 APMA 부서에서는 직접 APA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절차 

IRS 에서는 2 월에 APA 수수료 인상 관련 2 단계 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6 월 30 일 이후에 제출된 APA 신청서의 경우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신규 APA: $60,000 에서 $86,750; 

 APA 갱신: $35,000 에서 $48,500; 

 소규모 APA: $30,000 에서 $42,000; 

 타결 APA 수정: $12,500 에서 $17,750. 

12 월 31 일 이후에 제출된 APA 신청서의 경우 수수료는 현재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신규 APA: $113,500 

 APA 갱신: $62,000 

 소규모 APA 사례: $54,000 

과거 수수료 인상 

2015 년도에 IRS 는 Revenue Procedure 2015-40 및 2015-41 을 발행할 때 

APA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신규 APA: $50,000 에서 $60,000; 

 타결 APA 수정: $10,000 에서 $12,500; 

 소규모 APA 사례: $22,500 에서 $30,000; 

 APA 갱신: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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