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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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Should Seek Formulas in Digital Tax Work, J&J Official Says 

OECD, 디지털세에 대한 공식분배방식 적용 필요 

Johnson and Johnson 세무담당자는 OECD가 디지털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

식에 의한 이익분배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언급했습니다. 

OECD는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에 대해 129개국과의 합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

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논의는 다국적기업, 특히 기술관련 기업들이 

공정 납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일부 국가의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OECD의 해

결책은 기술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입니

다.                

미국은 다국적기업이 주요 고객 소재 관할권에서 과다한 이익을 회수하는 경우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OECD 노력은 디지털세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하

는 국가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주관적인 이익배분 방법은 결국 국가와 기업간의 분

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국 정부, 다국적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이익분배방식

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02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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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기준 

Johnson and Johnson의 세무담당자는 정상가격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세분쟁을 더 명료하고 간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분배방식이 고려되어

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상가격원칙은 특수관계회사간 거래 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서, 독립기업간 거래에 적용된 상황 및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Johnson and Johnson의 세무담당자는 정상가격 기준이 “복잡한 문제”(예를 들어, 

제조공정 개발 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비교적 단순한 판매기능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원칙이 아닌 공식과 같은 분배기준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OECD Digital Tax Fix Likely to Use Minimum Tax, Intangible Rules  

OECD 디지털세 수정안, 무형자산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 도입 가능성 

미 재무부 관계자는 OECD 디지털세 최종 결과물에 글로벌 최저한세 내용과 기업

의 과세소득 이전기준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재무부 국제조세 부

국장 Brian Jenn은 “디지털세에 대한 규정은 마케팅 무형자산에서 동기부여를 받

아 제정되는 것이지만, 공식을 적용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제정될 가능

성이 높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과세권과 과세규모를 결정하는 국제조세 규정을 다시 작

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 그 중에서도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충분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득의 원천지국에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지 않

는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복잡하고 관

리가 어려운 이전가격 관리방식이 아닌 비교적 단순한 공식을 도입한 이익배분방

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OECD는 “마케팅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이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관할지에서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관할지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G20 발표 

OECD는 6월 8일 일본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업무계획을 발표할 예정입

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앞서 언급한 많은 대안들이 업무계획안에서 얼마나 구

체화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1F8OM1K000000?bna_news_filter=transfer-%20%20pricing&jcsearch=BNA%25200000016a26f9d95ba7ee6ef9f7080002#jcite


한, 업무계획 상의 해결방안이 공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일지, 혹은 정상가격원칙에 

따를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Tax committee leaders express support for OECD efforts, digital services 

taxes 

美 조세위원회의 OECD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협조 의사 

미국 의회는 현재 논의중인 OECD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에 대

하여 협조 의사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세무이슈는 전세계 다국적기업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해당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다국적 협상이 최선 

• 미국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OECD 논의를 지지 

• 또한 미국은 타 국가들에 일방적 또는 단독적인 결정이 아닌, 포괄적이

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협조해 줄 것을 희망 

• 일부 국가에서 제안한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미국 기

업과 경제 및 외교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 미국은 OECD 협상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그 결과가 미국 납세자와 재무

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와

의 협조 기대 

또한, 성명서는 125개국 이상이 현재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프랑스 국민의회(“French National Assembly”)가 미국 기술기업들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였

으며 해당 법안은 프랑스 상원에서 조만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dia Speeds Up Pace of Bilateral Intercompany Pricing Pacts 

인도의 쌍방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협정(“Bilateral Intercompany Pricing 

Pacts”) 체결을 위한 노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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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무당국은 인도가 지난 2019년 3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연도(“19사업연

도”)기준 미국 포함 52개 국가들과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협정을 그 어느 때보

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2건의 협정 중 11건이 쌍방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Bilateral Advance 

Pricing Agreements”, 이하 “BAPA” 또는 “APA”)이며, 미국, 호주 및 네덜란드와 진

행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Case가 지난 3월에 타결되었습니다.   

APA는 각국 세무당국이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간 거래가격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PA는 기업들의 이전가격을 실행하는데 있어 분쟁 및 소송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어, 인도는 APA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APA는 2012년 도입 이래로 19 사업연도 기준 총 271건이 타결되었습니다. 

Nangia Advisors LLP의 이전가격 파트너 Nitin Narang은 현재까지 실적은 매우 

긍정적이며, 인도 세무당국이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

급하였습니다.  

18 사업연도에 발표된 인도 정부의 APA보고서는 타결된 APA의 약 70%가 서비

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며, 일례로 서비스 제공업체인 WNS 

Holdings Ltd.는 2013년에 타결된 APA에 이어 2018년에 별개의 APA를 진행할 예

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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