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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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tch Official Urges Countries to Tax Royalty Flows 

네덜란드 재무장관 “로열티 과세 동참 촉구” 

네덜란드는 2021년부터 9% 미만의 세율을 가진 조세 관할권(저세율 국가 및 

조세피난처) 내 소재한 회사들에게 로열티 및 이자지급 시 20.5%의 원천세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이러한 움직임에 다른 국가들도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재무장관 Menno Snel은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네덜란드의 노력에 동

참하지 않는다면 타국가를 통해 이익을 이전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빠르게 확

산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3월 28일 진행된 국제조세회피 대응을 위

한 국회 토론에서 만약 네덜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

지 않는다면, 다국적 기업들의 새로운 이익이전 경로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라

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행보는 다국적기업들의 국가 간 소득이전을 위한 대표적인 

도관국가 역할을 했던 과거에 비추어 보면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한편, 네덜란드 주요 경제연구기관인 네덜란드 경제정책기획국(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의 지난 1월 보고서에 따르

면, 매년 약 2,000억 유로(약 2,250만 달러) 상당의 배당, 이자 및 로열티 금액이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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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를 통해 재이전되고 있습니다. 

 

Netherlands Ratifies OECD’s Super Tax Treaty 

네덜란드, OECD의 다자간 조세 조약 비준 

2019년 3월 29일 네덜란드는 23개국이 참여하는 이중과세 방지조약에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위해 고안된 OECD의 다자간 조세 조약을 공

식적으로 비준하였습니다.  

• 다자간 협정(The Multilateral Instrument, MLI)은 보다 엄격한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양자간 조세조약을 최신으로 유지하며 이미 비준된 다수의 조세

조약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조세조약에 서명

한 모든 과세당국이 비준을 완료하면 총 약 1,500개의 조세조약이 갱신될 

예정입니다. 

• 네덜란드는 사업구조를 활용하여 조세조약을 남용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

을 과세당국이 부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이중과세 방

지조약을 악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는 주요 목적 기준(Principal 

Purpose Test)을 포함시켰습니다. 

• 또한 이번 MLI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저세율 및 무

세율 지역을 통해 이익을 우회하는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의 근절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 의회를 통해 승인된 보고서에 따르면 네

덜란드는 공격적인 조세회피가 용이한 7개국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Inbound distirbution arrangement: finalised PCG 2019/1 release 

호주: 다국적 기업의 호주 내 자회사에 대한 판매거래 관련 실무지침(PCG 

2019/1) 최종안 공포 

호주 과세당국은 3월 13일 다국적 기업의 호주 내 자회사(Inbound)의 판매거래

와 관련한 이전가격 실무지침(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PCG”) 2019/1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향후 호주 판매법인에 대한 이전가

격정책 운용에 있어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의 이익지표

(profit marker)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9ISRGK0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NzRjZGM1NTc2MjZmODg0NTY1MzRlZTNkZmJmMjQzMWUiXV0--03cb99084fbf20ae9ce64304a61f2e619bd02ea7&guid=c913c8f5-570e-4605-a1f6-1ba585764474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9/03/inbound-distribution-arrangements-finalised-pcg-2019-1-released-14-march-2019-ti.html


요약 

PCG 2019/1은 초안상태였던 기존 PCG 2018/D8 의 최종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호주 판매법인들의 수행기능 및 이익수준에 기초한 호주 과세당국의 위험평가

(risk rating) 방식과, 이전가격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야기시킬 수 있

는 이익수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법인들의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수준에 따라 고위험(High), 중위험(Medium), 저위험

(Low) 군으로 분류하는 한편, 아래 4가지 주요 산업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생명과학(제약산업 포함) 

2.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3. 자동차(Motor Vehicles) 

4. 포괄적인(catch-all) 일반 판매업자 

특히 생명과학 산업군은 3개 하위범주(1. 마케팅/물류, 2. 컴플라이언스/승인, 3.

특수기술)로, ICT 산업군은 2개 하위범주(1. 판매/마케팅/물류, 2. complex 

sales/direct selling 등)로 재분류되며 하위범주는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한다고 

간주되는 판매법인들의 기능 및 활동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호주 과세당국이 산업군별로 적용하는 EBIT (5개년 가중평균 기준)는 아래와 같

으며 중위험 및 고위험 군으로 분류될수록 과세당국의 조사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정보통신기술] 

  

   [자동차]     [일반 판매업자] 

https://www.ato.gov.au/law/view/document?docid=DPC/PCG2018D8/NAT/ATO/00001


  
 

 

 

Announcement 2019-03: APMA program, APA statistics for 2018 

미국 IRS, 2018 APMA(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정상가격산

출방법 사전승인 및 상호합의)프로그램 운영결과 발표 

2019년 3월, IRS는 2018년 APA관련 통계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2018 APA 및 

MAP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Announcement 2019-03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03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타결된 APA는 총 107건이며 이는 2017년은 116건 대비 소폭 감소

하였습니다. 107건의 APA 중 약 40%는 신규 APA 신청건에 해당합니다. 

• 타결된 107건의 APA는 2018년 동안 접수된 203건의 신청건에 비해 적은 

숫자이며, 미타결건은 진행중인 APA 신청에 포함되었습니다. 

• 신규 APA 및 갱신된 APA에 대한 타결까지의 소요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3

년 4개월 입니다(일방 및 쌍방 APA 포함). 

• 진행건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접수건의 증가이며, 2018년 12월 31일 기준

으로 쌍방APA 신청서 중 절반 이상이 일본 또는 인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8년 APA관련 통계자료 

 일방 쌍방 다자간 합계 

신청 35 161 7 203 

타결 24 81 2 107 

진행 58 387 13 458 

갱신 15 45 2 62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9/03/tnf-announcement-2019-03-apma-program-apa-statistics-for-2018.html
https://www.irs.gov/pub/irs-drop/a-19-03.pdf


갱신 진행 36 158 1 195 

취소 0 0 0 0 

철회 7 14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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