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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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nch Digital Tax Proposal in Line with Domestic Law, Court Says 

프랑스: 법원이 ‘디지털세(Digital Tax)’ 법안의 국내법과의 적합성 인정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과 같이 전세계 연결 매출액 7억 5천 만 유로(약 

1조원) 이상, 프랑스 개별 매출액 2,500 만 유로(약 320억원) 이상인 거대 IT 

기업에 프랑스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이 이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위험에 대비해 이 법안의 합헌성 여부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문의한 결과, 비록 디지털 경제 과세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EU 

directive)이 자국법에 우선하긴 하지만, 이 법안이 프랑스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제안되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글로벌 연매출액 

이외에도 광고수익, 개인정보 데이터 거래 수익 등 거대 IT 기업들의 과세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 등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세 법안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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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디지털세 자체를 도입하지 않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거대 IT 기업들이 이 법안의 합

헌성을 이슈로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과세액의 규모가 이슈

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IRS Transfer Pricing Teams Must Consult with Competent Authority 

미국: 국세청 이전가격 조사팀의 상호합의팀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미 국세청의 LB&I (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소속 이전가격 조사팀은 

미국과 조세조약 체결국 사이에 발생한 이전가격 소득조정과 같이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가 발생할 수 있는 조정 처분의 경

우, 처분 전 권한 있는 과세당국(Competent Authority; 이하 “CA” 혹은 

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APMA”)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B&I 는 금번 지침이 이전가격 조사팀에 이전가격 이슈들에 대한 APMA 팀

의 풍부한 경험 및 유용한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어,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관

련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실

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금번 지침을 통해 

LB&I 이전가격 조사팀과 APMA 실무자들 간 상호협력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세무조사 주기, 과세자료 분석 등 세무조사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미 국세청 전반적으로 이전가격 과세와 이전가격 포지션 설정 등에 

있어서의 일관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지침은 2019년 2월 19일 이후 실시되는 이전가격 세무조사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 및 APMA 의 입장과 상이한 이전가격 

조정 처분이 줄어들고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국제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권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향후 조사 시 위험관리를 위하여 LB&I 이전가격 조사팀에 이러한 

사전협의의 시기 및 그 결과에 대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RS Tool Useful, But a Headache for Multinational Tax Deals 

미국: 미 국세청의 새로운 데이터 모델이 가지는 유용성과 한계점 

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미 국세청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 모델인 Functional Cost Diagnostic Model (이하 “FCDM”)은 정상가격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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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사전승인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을 신청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유용한 진단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FCDM은 엑셀 기반의 쌍방향 워크북으로 비용 및 투자와 같은 재무자료와 다

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한 후 다국적기업의 사업운영에 대한 특수관계

법인들의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는 방식의 진단도구로 APMA 팀의 특

정 거래 및 해당 거래에 내재된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단 기간 내에 합

의를 도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세한 자료의 사전적 제공이 APA 합의 절차의 빠른 진행을 보

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APA 신청인과는 무관한 많은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들이 FCDM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사업운영과 관련한 세세한 자료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FCDM

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큰 부담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FCDM 사용을 위해서는 기능별 원가집계 등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도출되어야 함에 따라 동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 기업들

은 상당한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미 국세청이 모든 기업들에게 FCDM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분

할방법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FCDM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FCDM을 사용하기 위해 이익분할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FCDM은 매우 단순

한 평가방법이므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

한 잔여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을 위해 동 모델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해외 모회사나 미국에서 재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미국 다국적기업과 관

련된 거래나 로열티를 수취하는 미국 소재 기업이 해당 로열티의 정상가격 여

부를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FCDM이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NSIGHT: New U.K. Profit Diversion Compliance Facility 

영국: ‘우회이익 신고제도’의 이해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우회이익 신고제도(Profit Diversion Compliance 

Facility; 이하 “PDCF”)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방지 및 영국 내 자발적 

납세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PDCF는 2015년 도입한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DPT”) 해당 여부에 

대한 영국 국세청의 조사 이전에,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회이익세 대상 여부를 자발적으로 판단 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우회이익세 과세 절차상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87URCUS000000?bna_news_filter=transfer-pricing&jcsearch=BNA%2520000001694e57d977af6fefdf47bf0002#jcite


납세자는 영국 국세청에 우회이익세 과세대상이 되는 해외 이전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PDCF를 통해 기업들이 현행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과세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며 낮은 수준의 과태료 

등 다양한 잠재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우회이익세 과세 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게 사전통지서 또는 경고장을 발급하여 납세자의 사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 상 괴리가 있거나 저세율국 소재 관계사가 

개입되어 있는 무형자산 거래 등을 수행하는 잠재적인 우회이익세 과세 위험

군에 해당하는 기업은 PDCF를 활용한 헤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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