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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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체계 공청회” 

Global Minimum Tax Implementation Framework: public consultation 

meeting 

2022 년 4 월 25 일 OECD 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Pillar 2 

이행체계(Implementation Framework, 이하”IF”) 협의 과정에서 수취한 

내용들을 논의하였습니다. GloBE 규정(글로벌최저한세 규정) 및 관련 

해설서가 발표된 이후 단계에 IF 가 수립되며, 해당 IF 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이 조율되고 관리됩니다. OECD 는 IF 를 통해 

제출의무 및 다자 검토 절차 등에 대해 행정절차를 제공하고, 

다국적기업의 규정준수 및 과세당국 행정을 도울 수 있는 세이프하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14일부터 개최된 IF 관련 공청회에서는 

4 가지 주요 안건(추가 행정지침, 정보 수집 및 보고, 세이프하버,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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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본 기사는 OECD 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주요 안건을 하기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추가 행정지침 

⚫ 규정의 명확성 및 일관성 

이해관계자들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의 해설서 및 기타 지침을 

명확화 할 것을 요청했으며, 해당 규정이 모든 관할국가에서 일관성 

있게 해석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침 제공 

이해관계자들은 Pillar 2 도입 일정에 맞추어 주요 안건을 우선으로 

하여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규정의 적용범위 및 일시적인 규정 관련 지침을 우선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보 수집 및 보고 

⚫ 표준 신고 양식 

각 관할국가에 보고하는 정보 및 제출 양식이 상이한 경우, 

다국적기업은 과도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은 표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양식 도입을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 중앙 집중화식 신고 

중앙 집중화 방식으로 최종 모회사(UPE) 관할국가에 신고 양식을 

제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었으며, 적절한 

데이터 및 보호 기밀사안과 같은 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교환하는 

것 또한 요청했습니다. 

⚫ 유예 기간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이 신규 도입되고 복잡함에 따라 관련 규정 

도입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선의의 실수에 대해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세이프하버   

⚫ 국가별보고서(Cb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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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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보고서상 유효세율이 일정 요율(예: 15%+ α) 이상인 

관할국가에 대해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적격 국내 최저한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적격 국내 최저한추가세액을 도입한 국가의 경우 글로벌 유효세율 

산정을 제외하는 세이프하버 규정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 관할국가별 접근  

관할국가별로 세이프하버를 적용함으로써,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다국적기업은 세이프하버 대상이 아닌 관할국가 관련 유효세율만 

계산하면 되므로 다국적기업 규정 준수 의무가 감소합니다. 

규정의 조정 및 조세 확실성  

이해관계자들은 Pillar 2 목적을 고려했을 때 관련 규정들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OECD 에 준하는 기관이 중앙 집중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다자협약 또는 기존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구속력 

있는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CBDT의 MAP에 관한 업데이트 된 지침 발표” 

CBDT releases updated guidance on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인도 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이하 ”CBDT”)는 상

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이하 “MAP”)1 및 관련 문제

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BDT는 법인세 조세쟁송 조기종결 제도

(Vivad se Vishwas Scheme, 이하 “VsV”)가 MAP 신청에 미치는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MAP 지침을 업데이트 하였으며, 지침 상 MAP 신청

인의 진실하고 완전한 정보 공개의 책임에 관한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

였습니다. 

MAP과 VsV 

거주 납세자가 관계사(Associated Enterprises)와의 국제 거래에 대한 이

전가격 조정 관련 사건 해결을 위해 VsV 제도를 채택하고 인도 과세당

 

1 F. No. 500/09/2016-APA-I,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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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 이하 “CA”)은 납세자(인도 납세자의 관계사)의 MAP 신청을 

수락하고 인도 CA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인도 CA는 MAP 접근을 허용

하나, 이는 VsV 제도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에, 인도 CA는 조약 상대국의 CA에 대응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 CA는 VsV 제도를 채택한 비거주 납

세자에 MAP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MAP 신청인이 

VsV 하 MAP에 접근하는 법적 권한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2. 

MAP 신청인의 진실하고 완전한 정보 공개 책임 

CBDT는 대부분의 경우, CA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논

의를 통해 MAP을 결의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과세

당국은 최근 몇 건의 정보 은폐(동일한 거래에 대해 타 조약 상대국에서 

또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어떤 조약 상대국의 조

정과 관련하여 MAP을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특히 쌍방 정상가

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Bilateral Advance Pricing Arrangements, 

“BAPA”)와 MAP 신청 시 CA에 동일한 비교가능회사 세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초기 MAP 지침 상 직접세심판원(Income Tax of Appellate 

Tribunal, 이하 “ITAT”)의 확정판결 이후, 인도의 CA는 해당 판결에서 벗

어나는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ITAT가 어떤 판결을 통과시키는 

경우 납세자는 즉시 CA에 MAP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해야 하며, 판

결에 반하는 어떠한 불필요한 작업도 수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의 관점에서, MAP 신청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MAP 지침 상 신

규 Part E가 추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진실한 정보를 공개할 책임 

MAP 신청인은 협상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모

든 사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약 상대국의 과세당국 및 인도 

과세당국이 동일한 국제거래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 경우, 신청인은 양 

관할 지역에 조정에 대한 사실을 언급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를 제공할 책임 

 

2 The VsV Act Section 5(3) 



MAP 신청인은 이전에 제출된 정보나 문서 및 고려 중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새로운 정보 및 문서에 있어 모든 중대한 변경 사항을 CA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MAP 신청인은 해당 MAP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른 법원에서의 조세 소송 절차 관련 업데이트 현황을 즉시 CA에 제공해

야 합니다. CA가 모든 관련 문서 및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MAP 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2020중1314, 2021.09.15.  

1. 비교대상기업의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에 설립한 

자회사(쟁점법인)에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쟁점법인이 완제품을 

생산하면 이를 다시 공급받는 임가공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영위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은 OECD 이전가격 지침, 국

조법 시행령 등에 따라 업종의 차이에 

따른 원가구조를 고려하여 쟁점거래

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재료비 상당

액을 가산ㆍ조정하여 정상가격을 합

리적으로 산출함. 

-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한계 등 기

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임가공업자의 거래

순이익률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일반제조업자의 거래순이익

률을 선정하였고, 재료비 상당액

을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가산ㆍ조

정하여 정상가격 산출과정을 보완

함.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비교대상 법인 

선정 및 업종차이 조정을 위한 원재료 

금액 가산ㆍ조정방식은 타당하지 않

음. 

-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 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재료비 

비율을 임의로 추출하여 해당 비

율 만큼을 조정함. 

- ○○○ 국세청으로부터 회신받은 

구분손익계산서에는 재료비 조정

내역은 없음 

- OECD TP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

는 차이조정은 매출채권, 매입채

무, 재고자산 등의 차이로 인한 이

자비용 성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처럼 재료비 등을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서 조정하여

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조사청은 ○○○ 국세청과의 정보교

환 회신문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으나 

정보교환 회신문은 과세처분의 근거

○○○ 국세청의 정보교환 회신문은 

임의로 조작하거나 자의적으로 조정



가 되지 못하고 그 내용도 신뢰할 수 

없음. 

- 취급 품목의 차이, 거래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법인과 

그 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

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자료임. 

- 국가간 정보교환 제도는 조세조

약 체결에 근거하여 각 국가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정보내용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활용할 수 

없음.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은 비

교가능성 및 합리적 조정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 비교대상기업 중 자동차부품 제조

업이 아닌 완성차 제조업이나 자동

차부품 도소매업,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함되어 있어 비

교대상기업의 선정에 문제가 있음. 

- 임가공업과 일반 제조업은 재고위

험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본질

적으로 다른 원가구조를 지닌 별개

의 업종이므로 이에 대한 차이조정

이 필수적임에도 조정절차를 생략

하고 단순히 제조업으로만 비교대

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부당함.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비교대상기업

을 합리적으로 선정함. 

- 쟁점법인과 시장경제 상황이 동

일하고, 주요 업종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수

적으로 기타 업종을 동시에 영위

하는 기업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했고,  

- 당초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비교

대상기업들의 경우에도 쟁점법

인과 완전히 동일한 업체는 없는

바, 일부 영위 업종이 다른 업체

가 확인되더라도 비교대상 업체

들의 선정시에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였다면 그 기능

이 완전히 상이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는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되

어야 함.  

2) 판단내용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은 쟁점법인과 영위하는 업종 과 

취급품목의 차이가 있음에도 합리적 차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국세청에서 회신받은 정보교환 회신문에 근거하여 쟁점법인 

수익률이 높다는 주장만 있고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적상가격 산정 시 재료비 상당액을 

임의의 비율로 가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관세 



2022 년 6 월 관세행정 업데이트 

2022년 6월 관세청은 관세행정 업데이트 사항을 공표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관세청은 6월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 

1)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비가공증명서란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함.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음. 

2) 한국의 비가공증명서 발급실적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2019~2021) 한국의 비가공증명서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 기준)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임. 

<국가별 비가공증명서 발급실적> 

국가 2019~2021년 연평균 발급실적 

한국 1,564건 

싱가포르 8,000여건 

홍콩 2,300여건(한국행 기준) 

3) 환적화물 경제효과 및 주변국의 환적화물 유치 확대 전략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2,638천TEU (20피트 컨테이너)가 환적 

되었으며, 환적화물의 경제효과는 약1.9조원에 달함. 



 환적화물의 경제적 효과로 인해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음. 

<주변국의 환적화물 유치전략> 

국가 유치 전략 

중국 

- 발급가능 보세구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 세관 특별

감독구역, 보세감독 장소, ’21.11~) 및 발급지역(항저우, 

난징, 닝보 등) 확대 추진 

홍콩 
- 중국-대만 FTA → 중국이 체결한 모든 FTA(한국 · 아세안 

등 16건의 FTA 발효 중)로 확대.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2022년 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4) 시사점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제3국의 환적화물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비가공증명은 FTA 직접운송요건 충족 필수조건이므로 국제운송에서 

환적이 발생하는 경우, 유관 기업은 비가공증명을 활용하여 FTA 

실익을 극대화해야 함. 

 

2. 한-인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 6월 30일 발효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힘. 

1) AEO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현재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임.  

2) AEO 상호인정약정 



 AEO 상호인정약정이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의미함.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이상에 

해당함. 

<한국 상호인정약정 체결 현황> 

구분 국가명 

발효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태국, 호주, UAE, 페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9개국 

발효 준비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 등 3개국 

3) 시사점 

 금번 한국-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 발효에 따라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혜택을 

통해 통관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함. 

<對 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단위: 억불) 

연도 수출액 수입액 

2021 86 107 

2020 63 76 

2019 77 88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2021년 기준)> 

No 
수출품목 수입품목 

HS 품목명 HS 품목명 

1 84 건설장비, 기계류 27 유연탄, 천연가스 등 

2 39 합성수지 85 TV, 통신기기부품 등 

3 72 냉연 26 동광 

4 85 집적회로반도체 등 72 열연강판, 강반제품 등 

5 27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44 합판, 기타 목재류 

6 60 편직물 15 식물성 유지 

  



7 40 합성고무 38 기타 정밀화학제품 

8 29 기타 석유화학제품 64 신발 

9 73 철강관 등 철강제품 28 암모니아수 등 

10 38 기타 정밀화학제품 40 천연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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