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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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vakia: Guidelines for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슬로바키아: 이전가격보고서 가이드라인 

슬로바키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of the Slovak Republic)는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된 이전가격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을 발행하고, 2016년 공표된 기존 가이드라인을 

대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MF/019153/2018-74(December 2018))은 납세자의 보고서 

구비 기준 및 각 보고서 별 목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Action 13 의 권고사항들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전가격보고서 지침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당국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4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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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가이드라인 중 선택하여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30일 이후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도 세 가지 양식의 

보고서(간소화/기본/전체 범위, “Simplified”/”Basic”/”Full-Scope”)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납세자가 개별 유형의 보고서를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별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개정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간소화(simplified) 문서는 규정된 서식(Prescribed Form)을 

따라 작성됩니다. 

또한, 전체 범위 (Full Scope) 보고서의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에는 기존 

가이드라인 대비 중점적으로 개정되었고, 보다 많은 기업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본사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사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이전가격보고서 제출 마감일에 대한 규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의 요청일로부터 15 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Brazil: Updated MAP rules, guidelines 

브라질: 업데이트 된 MAP 규정 및 지침 

기본 지침(Normative Instruction,”NI”) 1846/18은 기존 NI 1.669/16을 개정한 

것으로, OECD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Action 14 권고사항이 반영된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 된 브라질 MAP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는 브라질 소득세 이외의 기타 세금에 대하여 MAP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타 세금이 조세조약(Income tax treaty)상 차별과세 금지 

조항(Non-discrimination clause)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9/02/tnf-brazil-updated-map-rules-guidelines.html


 사법 또는 행정 절차(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sses)가 진행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MA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 세무국은 납세자가 MAP 이행 가이드라인(Portaria Cosit 

12/2018)도 함께 발행하였으며, MAP신청은 국가간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양 

과세당국에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브라질과 국가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과세분 상호합의에 대한 신청이 

가능한 국가는 총 31개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스페인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필리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페루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캐나다 헝가리 스웨덴 

칠레 인도 트리니다드토바고 

중국 이스라엘 터키 

대한민국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덴마크 일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체코 멕시코  

 

United States: IRS rminders on filing country-by-country reports on Form 

8975 

미국: 국가별 보고서 제출에 대한 IRS 공지사항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 2월 27일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보고서 

제출에 관한 공지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은 각 관계사들이 납세자로 있는 조세 관할권 (Tax 

jurisdiction) 등의 국가별 보고서 정보를 Schedule A (Form 8975)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RS 공지사항은 “Schedule A” 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Form 8975를 제출하는 방법 및 Schedule A 작성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RS는 공지사항을 통해 Schedule A의 Part I에 해당되는 각 법

인들의 조세 관할권은 필수로 작성 되어야 하며, 각 관계사들이 소재하고 있

는 지역 또는 국가의 조세 관할권에 부여된 2자리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 코드는 “US”이고, “Stateless(국적 없

음)”의 국가 코드는 “X5”입니다.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9/02/tnf-united-states-irs-reminders-on-filing-country-by-country-reports-on-form-89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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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RS는 Form 8975 의 서면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공

지하였으며, 서면 작성 및 제출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

다고 명시하였습니다. 

Form 8975 및 Schedule A (Form 8975)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Form 8975  

 Schedule A(Form 8975) 

 

United States: “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 for review of APA 

requests 

미국: APA 검토를 위한 “수행기능 관련 비용 진단 모델”(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 

미국 국세청(IRS) APMA(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신청절차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 (Excel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APM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행기능에 따른 비용 진단 

모델(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로 신청대상거래 재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APMA는 APA 신청대상거래에 대해 각 거래당사자의 기여도 및 부담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APA 신청 납세자에게 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에 정보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PMA는 기존의 

방식처럼 일방의 거래당사자가 신청대상거래에 있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벤치마킹(경제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을 활용하여 신청대상거래에 대해 쌍방의 거래당사자 기여도 분석이 

보다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APMA의 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 활용 

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은 기능관련 비용(“Functional Cost”)의 확인 

및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 모델에서 기능관련 비용이란 APA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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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 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발생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ㆍ 납세자는 비용과 연관된 활동 별로 경제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분

석할 수 있고, 기능관련 비용은 거래당사자가 통상적인 기능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는 비교가능 제3자거래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해당 기능 적정 대가를 자동으

로 산출합니다.     

ㆍ 납세자는 특정/일방 특수관계인이 부담한 기능관련 비용에 대해 제3자 

벤치마킹 결과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

운 경우에 고려합니다.  

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을 통해 추정 (Pro forma)잔여 이익(손실)도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써 거래이익분할방법

(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또는 잔여이익분할방법(Residual Profit Split 

Method)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APMA는 동 모

델의 적용 전에 납세자와의 논의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실사 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Back t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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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