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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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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Taxing the Digital Economy—As Simple as ‘A, B, C’?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현안 (Pillar 1 주요 내용) 

OECD‧G20은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 중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과 

세원 잠식 방지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이후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간 이익(과세권) 배분 기준과 연계점(nexus)을 도입하는 

내용의 '필러(Pillar)1'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a minimum level of effective taxation)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러2'가 큰 뼈대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OECD는 지난 10월 9일 

디지털세 필러1 ‘단일접근법(Unified Approach)’에 관한 

공개협의문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익배분 및 연계거점 규칙 수정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자 참여(user participation), 마케팅 

무형자산(marketing intangibles), 중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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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참여 접근법 

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및 온라인 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하는 방법 

2.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 

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하는 방법 

3.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 과세권을 인정하여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하는 방법 

3개 안의 공통점은 원격참여를 통한 비즈니스 활동에 의해 가치가 

창출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위치하는 시장 관할권에서의 

과세권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OECD는 디지털 기업 

외에도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제조업을 포함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consumer-facing business)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도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OECD는 자원 

개발에 집중하는 업종들이 소비자와 접점이 없다는 점에서 금융업, 1차 

산업, 광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carve-outs)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그 

중에서도 핀테크 등 디지털 방식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OECD 사무국은 그동안 국제 이전가격 체계의 근간이 되어왔던 

정상가격 원칙과는 다소 다른 방식의 이익배분 기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단일접근법에 따른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안)은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 가능한 이익을 아래와 같이 세 구간(Three Tier 

Mechanism)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세는 시장 소재지국 내에서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예: 전세계 매출액 기준)을 넘는 다국적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1. Amount A: 초과이익 배분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총이익 중 초과 이익(super profit)의 일부를 

공식에 따라 시장 과세관할권에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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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mount B: 기본기능 보상 

시장 과세관할권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판매‧유통 기본적인 

기능(baseline activity)에 대하여 고정된 이익률(fixed return)로 

일정 금액을 이익으로 배분함. 

3. Amount C: 추가기능 보상 

현지법인이 Amount B에서 보상받는 부분 이상으로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또는 제조 등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추가 이익을 당해 과세관할권에 배분함. 

잠재적 이슈 

디지털세의 기본 취지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윤을 모회사 

소재지에서만 과세하는 것을 막고 각국이 과세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세는 이미 자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별도로 해외에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면 

다국적 기업의 통상이윤율과 시장 배분율, 연계성(nexus·과세권 인정 

기준) 등을 우선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Amount A)을 산출하기 위해 총이익 계산 방법, 

총이익을 업종 통상이익과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으로 

분리시키는 방법 등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출되는 이익은 기업의 실제 이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제 이익이 산출된 이익보다 많을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통상이익이 제거되지 않고 Amount A에 

포함되어 이익 배분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Amount B 산정 방식 또한 비슷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유통 등 기본기능에 대한 통상이익(Amount B)이 높게 추정될 

경우 이중과세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Amount B가 낮게 

추정될 경우 해당 국가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현지 시장 소재지에서 

수행한 추가 기능에 대한 보상(Amount C)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단일접근법 이익배분 방식의 

간편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OECD‧G20 은 디지털세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 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설계에 따라 기업 뿐 아니라 법인세수 증가 또는 

감소 등 국가간 과세권에 미치는 일정한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사무국은 단일접근법 적용 시 약 140 억 달러(약 

16 조 5 천 억 원)의 글로벌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 고세율 국가는 세수 증가가, 투자 허브 

국가(investment hub)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ustralia: ATO draft guidance, risk assessment and arm’s length 

debt test 

호주: 호주국세청,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위험 평가 및 공정부채기

준 적용 지침 초안 발표  

2019년 8월 28일,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은 위험 평

가 프레임워크를 분석하는 공정부채기준(Arm’s Length Debt Test, 

“ALDT”) 적용방법과 “저위험군” 구분에 대한 실무규정 가이드라인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2019/D3, “PCG 2019/D3”) 초안을 발

표하였습니다. PCG 2019/D3초안은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초

과하는 경우를 “Limited Circumstance”로 규정하고 위험 수준을 “중간 

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간주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PCG 2019/D3 초안은 분석대상기업의 소재지, 영위하는 사업과 

수행기능, 재무현황, 차입거래 등의 사실관계에 따른 위험 수준이 “저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ALDT를 적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

는 분석기준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대상기업의 위험 수준은 “저위험군”으로 분류됩니

다.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특수관

계자로부터 지급보증 또는 기타 자금조달과 관련된 지원을 받지 않

으며 호주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인바운드 기업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ASX”)에 상장되어 

있으며 제3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적용되는 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호주 내 사업체를 운

영하는 아웃바운드 기업 

 전기 및 가스 산업 규제의 적용을 받는 유틸리티 중 정부 규제기관

이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하고, 정부 지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

업모델인 규제자산기반(Regulated Asset Base, “RAB”) 관련 기준(규

제자산순부채비율 70% 이하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2.7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19/08/tnf-australia-ato-draft-guidance-risk-assessment-arms-length-debt-te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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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이상 등)을 충족하는 기업 

이와 더불어 PCG 2019/D3 초안은 ALDT 분석을 위한 구조화된 일련의 

고려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그룹의 호주 사업체(Notional Australian Business, 분석대상

회사) 식별 – 공정부채평가 수행 대상의 선정  

 공정부채평가 대상기업과 유사한 비교대상회사(comparable 

companies) 선정 – 기존의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하는 방법과 유사

하게 공정부채평가 대상기업과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

용하는 자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분석을 수행하여 비교대

상회사들의 부채 수준과 유사한 정상적 부채 규모 결정 및 ALDT를 

적용하였을 때 독립적인 제3자가 해당 납세자에게 대여할 수준이라 

인정되는 부채 규모 파악을 통해 호주 업체의 과도한 부채 비율 방

지를 위함  

 주요 차입조건 조정 – 상기 비교가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 

업체의 실질을 반영하고 부채 규모 결정에 실질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 관련 조건 차이조정 

 자금차입자 테스트(Borrower’s Test) – 호주 사업 매출, 자본이익률, 

부채비율 등의 정량적요소 및 유관 시장 데이터, 호주 업체의 수행

기능, 차입 목적, 경제 상황 등의 정성적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

입자 테스트 수행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을 통

한 확증적 분석(corroborative analysis) 수행  

 자금제공자 테스트 (Lender’s Test) 적용 – 앞서 수행한 자금차입자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제공자 테스트 수행 

KPMG Observation 

ATO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위험 평가 및 공정부채기준 적용 지

침 초안 발표에 따라 납세자는 기존 ALDT 적용 및 분석을 위한 ATO의 

포지션과 새로운 ALDT 적용 방법과의 격차분석(GAP Analysis)을 통해 

잠재적인 이슈와 더불어 위험 평가 및 공정부채기준 충족을 위해 어떤 

추가 증빙자료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파악할 필요

가 있습니다. 



Tax implications of next-gen banking technology 

차세대 금융기술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의 IT 사업영역은 최근 몇 년 사이 차세대 기술과 IT 운영 모델 

혁신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차세대 

IT 운영 모델 도입, 상위권 은행들의 기술 투자 수익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장 진입자와 경쟁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은행사들간의 제휴, 고객 맞춤형 디지털 소매금융 서비스 등이 

있으며 차세대 IT 기술을 통하여 고객과의 접점 확대, 서비스의 다양화, 

수수료 인하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금융기

술의 대두에 따른 거래 구조의 변경, 세제 혜택, 세원 잠식 등의 이슈는 

과세당국의 조세정책에 많은 변화와 방향성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습니

다. 

이전가격 관련 고려사항 

 새로운 가치사슬(New value chain)의 도래 가능성 – 새로운 디지털 

사업 운영 모델을 구축할 때 변경되는 가치사슬 전·후의 차이를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T회사는 기술의 기능과 브랜드, 그

리고 데이터와 같은 무형자산의 시너지 등이 차별화되어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경우 자본 및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가치가 창출됩니다. 

차별화되어 가는 디지털 사업 모델은 이전가격 관점에서 가치창출, 

가치사슬 및 관련된 세부적인 이전가격 이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디지

털 사업 운영 모델과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많은 지적재산권

이 사용되는 경우 무형자산 가치창출에 대한 기여도 분석

(Development, Enhancement, Maintenance, Protection and 

Exploitation, “DEMPE” 분석)및 관련 위험의 통제 기능에 대한 상세

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비경상적 지적재산을 도입할 경우 DEMPE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

은 더욱 강조됩니다.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 “Fintech”)를 통한 수익창출 – 새로운 

금융기술이 수익창출과 이익 증대의 주요 원동력인 경우, 해당 기술

의 사업가치 창출 기여분에 대한 적정이익 보상(예: 로열티 수취)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존 이전가격 정책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9/09/next-generation-banking-technology-and-implications-fs.html


법인세 관련 고려사항  

 법인세 인센티브 – 새로운 디지털 뱅킹 플랫폼이 도입될 경우 연구

개발 세제혜택 및 특허박스제도와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세제 우대 

제도를 제공하는 각 국가의 인센티브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 – 현재 EU는 온라인 타

깃광고, 디지털 중개활동,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액에 3%세율을 부

과하는 DST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2019년부터 글로

벌 디지털대기업의 타깃광고, 통신 중개 등의 매출액에 3%세율로 디

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소셜 미

디어, 검색,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의 매출액에 2%의 세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각국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해야 하

며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세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득원천 발생지(소비지국 과세권 강화를 위한 과세권 배분) – 국제

사회가 전통적인 소득 원천지 과세 원칙 대신 특정 지역에서 발생 

매출을 과세대상으로 여기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의 사업모델은 대개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원천지국)에 물리적 실재

를 두지 않음에 따라 각국 과세당국들은 영국의 우회이익세

(Diverted Profits Tax, “DPT”)와 같은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새로 도입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행 제도 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 및 제도 보

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OECD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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