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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이전가격  

“태국: 이전가격 신고 서식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서식 개정” 

Thailand: Revised transfer pricing disclosure form; country-by-country 
reporting notification and Q&As 

태국 과세당국(Thai Revenue Department)은 최근 이전가격 신고 서식 

개정 내용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Country-by-Country 

Report Notification, CbCR notification)제출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CbCR notification 제출대상 및 절차 

 제출대상: 연간 매출액 2 억 바트(약 73 억 원)를 초과하는 모든 법인 

 제출방법: 이전가격 신고 서식 Section C 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e-filing 시스템을 통해 전자제출 

  삼정 KPMG TAX 6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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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el: 02-2112-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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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하는 법인 중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정된 법인이 대표로 제출  

 제출기한: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50 일 이내 

이전가격 신고 서식 주요 개정 내용 

 특수관계자인 정의는 기존 Section 71 bis 제1항 및 제2항을 따름 

 매출액과 특수관계요건을 충족하는 합작투자법인(joint venture 

entity)은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및 제출의무 부담  

 배당금 지급내역의 경우 기재 불필요  

 납세자는 mark-up을 가산한 거래가격에 한해 신고의무 부담 

 임대료(Rental fees)에 대해 TFRS 16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권자산금액은 “Purchase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PE)”열에, 이자금액은 “Other Expense”열에 기재 

 제3자로부터 자산매입을 위한 특수관계인 간 자금대여거래와 

관련하여, 아직 사용가능 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이자비용은 

PPE열의 “Purchase”열에, 자산이 사용가능한 경우 이자비용은 

“Interest Expense”열에 기재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는 최종 

모회사 소재국 규정에 따름 

 

“이탈리아: 이전가격 보고서 및 처벌 면제 제도에 대한 세무지침 발표” 

Italy: Guidance concerning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enalty 
protection regime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2021 년 11 월 26 일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면제(penalty protection)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무지침(Circular letter No. 15/E 2021)을 발표하였습니다.  

Circular letter No. 15/E 2021 주요 내용 

 이전가격 보고서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와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를 포함한 개념임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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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면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시 

No. 360494 (23 November 2020)에 규정된 형식과 구조를 

엄수하여야 함 

 이전가격 보고서 및 관련 서류들은 이탈리아 납세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전자서명과 디지털 타임스탬프로 서명해야 함. 비록 

이미 직접 또는 간접 모회사의 법정대리인이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에 의해 서명을 했더라도 이탈리아 

납세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추가로 전자서명 및 디지털 

타임스탬프 서명을 해야 함 

 또한,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에 이전가격 보고서의 구비 

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지침 주요 개정내용  

통합기업보고서는 OECD TP 가이드라인 내 Chapter V, Annex I 에 

명시된 규정된 형식과 구조를 엄수하여야 합니다. 직접 혹은 간접 

모회사가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의 내용이 OECD TP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탈리아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별첨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모회사의 회계연도가 이탈리아 

납세자의 회계연도와 상이할 경우, 이탈리아 납세자는 직전년도 

통합기업보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지침 주요 개정내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매년 

새로운 경제분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EUR 50 million (약 670억 

원)미만이면서, 

2) 중소기업 기준을 미총족하는 기업을 지배하거나, 해당 

기업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경우 

 

 

 

 



2. OECD Update 

BEPS 2.0의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KPMG report: Top concerns for tax leaders on the path forward for 
BEPS 2.0 

국제조세 규정의 현대화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30여 개국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최종 안건에 

합의했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새 이행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숙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국가가 BEPS 2.0을 도입하고 각 기업 

담당자들은 새로운 이행체계로 인해 발생될 많은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별 대응 

BEPS 2.0 참여국이 될 시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세제혜택을 수정하거나 이를 정부 보조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BEPS 2.0 도입으로 인해 세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글로벌 기업 담당자들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들의 변화하는 조세 환경을 파악하고 있어야 현지 상황과 더불어 

향후 세무 전략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규정 

최신 BEPS 2.0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데이터 및 정보를 구비하기 위해 

기업의 세무 담당자는 조직의 시스템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업데이트해야 할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무 

담당자가 세계 각국이 BEPS 2.0을 일관성 있게 도입하려는 상황과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이 어떤 관점으로 BEPS 2.0을 도입하는지 

예의주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다른 입법 절차의 

차이로 인해 세무 담당자들이 입법 절차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법률의 

시행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관된 정보의 공시 

아직 일부 조직에서는 다른 이행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글로벌 세무 신고 기준(GRI 207), OECD의 국가별 

신고 규정, 유럽 연합의 국가별 공개 신고 규정과 같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BEPS 2.0 기준에 부합하는 신고 규정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2/02/tnf-kpmg-report-top-concerns-for-tax-leaders-on-path-forward-for-beps-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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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다양한 이행체계들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포괄적 이행체계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BEPS 2.0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재무 상태를 최적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BEPS 2.0으로 인해 과세될 세부 내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이사회와 관리 위원회는 디지털 기반 사업 

운영 및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이 BEPS 2.0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EPS 2.0은 대부분의 대형 글로벌 

기업들에게 훨씬 더 큰 폭으로 적용될 것을 기업 관계자들과 일부 이사회 

및 관리 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EPS 2.0으로 인해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거나 주당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으며, 원천 징수 및 기타 세금 등을 고려한다면 현금 흐름의 관리나 

송장 발행 절차 등 기업 재무 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EPS 2.0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관리 체계를 유지 및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담당자들은 필수 데이터 수집 및 

공시를 위한 조건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팀과의 협력 

세무 담당자들과 재무 담당자들 간 긴밀한 협력은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에 추가 발표된 포괄적 이행체계에는 세무 및 회계 관련 

조정을 위한 이연법인세 적용을 포함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 및 재무 팀은 이러한 기준 사항을 충족하며 일관성 있는 세무 및 

회계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 협업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전담 관리 도입 

BEPS 2.0의 모든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무, 

이전가격 및 관세를 포함한 조직 내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EPS 2.0의 도입으로 생길 변화의 규모와 복합성을 감안하여, 



일부 조직에서는 전담 프로젝트 관리자를 임명하여 변화에 대비할 

전문적 지식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모델링 업데이트 

BEPS 2.0 관련 국가별 법 개정은 복잡하며, 기존의 규정과 상반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적절한 평가 기준으로 BEPS 2.0의 영향을 

모델링하고 상호의존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중과세 또는 기타 세무적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이프 하버 규정은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면제 기준에 충족되는 기업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외기업(Excluded entities)이 세이프 하버와 같은 

구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특정 세금감면 적용방법에 대한 

평가 등은 아직 세부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Pillar 2는 2020년 10월에 발표된 초안에서 큰 변동이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발표된 규정을 참고하여 Pillar 2 영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담당자들은 이전에 사용한 가정과 제한 

요소들을 다시 검토하여 세무 비용을 가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기업은 잠재적 부채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후 검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회계 연도 말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현시점은 

202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데이터 및 공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계연도 동안 세무 담당자들은 이미 확보된 데이터 중 조정해야 하는 

데이터(예: 15%를 초과하는 요율로 기록된 이연법인세 비용)와 규정 

준수 및 면제 기준을 뒷받침하는 요소(예: 유형자산, 급여)를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EPS 2.0의 도입은 많은 글로벌 기업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도입은 지체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업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세무 담당자들은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규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고 세무적 비용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3.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2020누8082, 2022.02.21. 

1.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재화거래에 적용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1) 청구법인 주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라이선스 

제조업자인 청구법인을 분석대상법인으로 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결과, 정상가격으로 거래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ㆍ설명하였다.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전체 공급사슬(연구개발, 생산, 판매ㆍ유통) 

중에서 생산활동에만 국한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활동 

및 무형자산의 소유는 ○○○가 수행하고 고객에 대한 판매 및 

유통활동은 국외특수관계자가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과 

분석대상회사를 선정한 이전가격분석을 조사 당시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원칙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와 구분손익 등 추가적인 

입증자료 및 설명을 무시하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선정ㆍ과세하였다. 조사청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의 적용과정에 있어 재판매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의 

판매관리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계산상의 오류를 범하였다.  

2) 조사청 주장 

청구법인의 ○○○ 제조과정은 불화수소와 암모니아 화학 반응을 

통하여 복잡한 제조과정을 거치고, 청구법인은 ○○○ 제조 과정상 

폭발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단순한 제조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 제조와 관련하여 생산계획수립, 품질관리, 

제품 설계,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한 화학물질 제조 노하우 보유, 제조 

공정상 폭발 위험 감수 등 사업상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주요 

사업상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국외특수관계자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현지 제 3 자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단순한 유통 기능만을 

수행하므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정보 자료 등 제출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의 투자자인 ○○○ 그룹 이전 투자자인 OOO부

터 청구법인 및 그룹 계열사는 OOO, 재무ㆍ관리ㆍ생산 품질ㆍ영업ㆍ



인사관리ㆍ상거래 등 비즈니스 솔루션) 방식을 도입하여 전산으로 관리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외특수관계자의 구분 손익계산

서 등 재무정보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그룹 차

원에서 고의적으로 미제출한 것이다. 

3) 판단 

청구법인의 2015 ~ 2018 사업연도까지의 OOO 완제품 국내ㆍ외 

매출단가를 보면, OOO ㆍ○○○ 및 국외 제 3 자에게 ○○○를 판매 

시 1Kg 당 평균 단가는 OOO 원이나, 국외특수관계자에게는 1Kg 당 

평균 단가가 OOO 원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 3 자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는데, 조사청이 

이 건 조사 당시부터 국외특수관계자의 재무정보자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과태료를 

납부하면서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국외특수관계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도매업으로 운송ㆍ재고ㆍ외환 등의 위험부담은 

청구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조사청은 아시아지역의 동종 

업종(특수가스 도매업)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한 

것이고, 영업이익률은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이후의 이익률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외특수관계자의 판매관리비는 청구법인과의 

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처의 비용을 포함한 비율이고, 

국외특수관계자는 CPT(운임지급인도)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완제품을 수령하여 최종 고객에게 배송될 때까지 타사(제 3 자)의 소유 

창고에 보관하다가 판매하여 국외특수관계자는 창고료 이외에는 

별도의 판매관리비가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자의 거래에 따른 구분된 판매관리비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따른 이전가격을 산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관세 

관세청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을 위한 관세 종합지원 시행  

1. 개요 

- 관세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사태로 ① 자동차, 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기업의 부품조달 애로 ② 대 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 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③ 러시아 수입의존도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bbsId=1362&mi=2891&nttSn=10060505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기업의 수입부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에 신속히 대처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지원 시행한다.  

- 러시아는 우리나라 교역순위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며,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업체가 무역 중이다. 

2. 주요 지원내용 

- 세정지원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인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1년까지 연장하고 담보제공 없이 분할납부를 허용 

- 수출환급 선 지급 후 심사 

수출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의무기간을 연장  

- 수입 통관지원  

물류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수출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을 지원 

- 수출 통관지원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선적규정을 완화하여 적재기간 연장 

신청 시 1년 범위에서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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