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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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19/09/tnf-netherlands-eu-

general-court-annuls-ec-action-apa-case.html 

Netherlands: EU General Court annuls EC action in APA case 

EU 법원, 스타벅스 APA 관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 무효화 

EU General Court (이하 “EU 법원”)은 정상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를 통해 네덜란드가 다국적기업인 

스타벅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동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8년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스타벅스 제조법인인 EMEA BV 

(이하, “SMBV”)가 Alki Limited Partnership (이하, “Alki”)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거래를 대상거래에 포함하는 APA 체결 

∙ 2015년 EC는 상기 APA가 시장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SMBV에게 

특혜(APA 적용 시 조세부담액과 일반적인 과세 환경에서의 

조세부담액 차이 존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동 APA로 인한 

조세혜택의 철회 명령 

∙ EC의 APA 철회 판단의 근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TNMM 선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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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신청서에 SMBV가 Alki 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개별 

분석 및 Starbucks Coffee Trading Company SARL (이하, 

“SCTC“)에 대한 커피원두 구매대가 적정성에 대한 분석 미포함 

∙ EU 법원의 판단 근거 

- APA 방법론 선정 오류가 SMBV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주장 및 APA 신청서에 별도 로열티 분석이 없다고 해서 해당 

거래가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EC의 주장에 대한 

근거 부족 

- 원두가격은 APA의 범위를 벗어난 SMBV 원가 요소 중 하나로 

특혜발생 여부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한 요인 

∙ TNMM의 적용시 수익성 지표의 선정, 운전자본 조정, 제3자 

제조법인의 비용 제외와 같은 세부적용 방식 오류가 SMBV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기에 근거 부족 

OECD: Developing country implementation of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ules 

OECD: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도입 규정 

OECD는 IMF, OECD, UN 및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조세 

협력을 위한 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상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이전가격 문서화 도입을 위한 지침서” (이하 

“Toolkit”)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2019년 11월 8일까지 수렴 중이며,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도입 관련과 관련해서 이전가격 

문서화의 효익과 납세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 Toolkit 초안의 주요 내용 

-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인 문서화의 성공적인 도입 도모 

- 납세자입장에서 이전가격 분석 모든 단계에 대한 문서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 

- 현재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국제적인 접근 방식 및 국가별 실무 

관행을 고려 

- 개발도상국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고려사항 및 선택사항에 

대하여 논의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19/09/tnf-uk-update-on-

nudge-letters-for-diverted-profits-tax-transfer-pricing-issues.html 

영국: 이전가격 및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 tax)에 관한 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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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Nudge Letter) 발송 

배경 

∙ 영국과세당국(HM Revenue & Customs, 이하 “HMRC”)은 지난 

2019년 1월 우회이익 신고제도(Profit Diversion Compliance 

Facility, 이하 “PDCF”)를 도입하고, 잠재적 이슈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PDCF 지침 발표 

∙ HMRC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PDCF 등록을 독려하는 서신(이하 “넛지(Nudge) 서신”) 

발송 

∙ PDCF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이 HMRC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태료 경감 등을 기대하여 대부분의 

넛지 서신 수취인들은 PDCF 등록 진행  

1 차 넛지 서신 수신 대상 

∙ 영국 소재 상위 글로벌∙현지 그룹 임직원이 원가에 마진을 가산한 

수익 혹은 “통상적인” 영국 매출 기반 수익만을 지급받는 법인 

∙ 본사나 사업주관 법인의 실질적인 IP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저세율 국가의 본사나 사업주관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영국법인 

시사점 

∙ 넛지 서신은 HMRC의 세무조사 전 90일간의 등록기간을 허여하나  

HMRC의 지침을 숙지하고 국내외 관계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PDCF 보고에 필요한 작업을 

계획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 필요 

∙ PDCF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사유에 대한 추후 상세 

설명 및 서면답변이 요구됨  

∙ PDCF의 목표는 HMRC가 후속작업 없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다국적 기업들은 2019 

사업연도 기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HMRC의 수검대상 가능성 

 
  

Vestager’s Biggest Hits (So Far) as Second Antitrust Term Awaits 

반독점규제담당 집행위원장 임기 연장을 앞둔 Vestager 의 행보 

다음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정책의 입안자로서 5년 임기 

연장이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반독점규제담당 

 



집행위원장(antitrust chief)인 마그레테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의 주요 업적입니다. 

Apple  

∙ 2003년 아일랜드 소재 애플의 유럽본부가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1%에 해당하는 유효법인세율을 근거로 아일랜드 정부에 

막대한 세금 회수 명령. 이에 애플은 불복 진행 중 

Google 

∙ 구글 쇼핑∙가격 비교 사이트 대상 반독점 과징금 24억 유로, 구글 

검색 및 브라우저 앱의 안드로이드 무료 배포에 대한 과징금 43억 

유로, 광고 계약 위반 과징금 15억 유로 등 수 차례 부과 

Amazon 

∙ 아마존은 반독점법 위반행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마존 

플랫폼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마존이 자사 

온라인시장 플랫폼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아마존이 효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예정.  

Facebook 

∙ 페이스북의 판매 플랫폼, 데이터 사용 방법 및 Libra 디지털 화폐 

사용 제안 등 사업 내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진행 중 

철도산업 

∙ 유럽 최대 철도회사인 지멘스(Siemens)와 알스톰(Alstom)의 합병 

관련 거부권을 행사하여 프랑스∙독일은 중국 등 비 EU 경쟁국 

기업이 EU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베스타거는 합병 성사 시 고속철도 독점화에 따른 유럽 

내 가격 인상이 예상되므로 EU 반독점 규정상 양사 합병 불허 

자동차 산업 

∙ Daimler, DAF, Volkswagen, 기타 트럭업체들은 과거 14년간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 역대 최대규모인 38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분노한 고객들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특히 Volkswagen 및 Daimler는 배기가스 기술 관련 카르텔 조사 

수검 중 면책 특권 및 과징금 인하를 위하여 규제당국에 협조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9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http://www.kpmg.com/kr/ko/Pages/privacy.aspx
http://www.kpmg.com/kr/ko/Pages/onlinedisclaimer.aspx
http://www.kpmg.com/socialmedia
http://www.kpmg.com/app
http://twitter.com/kpmg
http://www.linkedin.com/company/kpmg
http://facebook.com/kpmg
http://youtube.com/kpmg
https://plus.google.com/114185589187778587509
http://instagram.com/kpmg
http://www.kpmg.com/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