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site | Archive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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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sal to address digital economy tax issues, “Pillar One” 

approach 

OECD: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에 관한 “Pillar 1” 과세방안 

제시 

OECD 는 2020 년까지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이익 배부 기준 및 세원 

잠식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5 월, 

OECD 는 포괄적인 이행 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논의 보고서 (Programme of Work to 

develop a consensus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raised by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과세방안의 큰 틀을 제시하고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총 

5 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 제 1 장 - 보고서 발간 배경 및 개요 

• 제 2 장 - 첫 번째 과세방안(Pillar 1) 과세권 배분 및 디지털 

경제에서의 고정 사업장(nexus) 규정에 관한 설명 및 주요 논의 

사항  

• 제 3 장 - 두 번째 과세방안(Pillar 2) 과세 회피 방지 규정에 관한 

설명 및 주요 논의 사항 

• 제 4 장 - 과세방안 별 경제적 분석 방안 

• 제 5 장 – 후속 작업 및 향후 진행 계획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30 Dec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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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lar 1” 접근법에 대한 OECD 공개협의문서 발표 

각국의 이해 관계 및 명확한 방향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무국은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을 개발하기 위한 회담을 수행해 

왔습니다. OECD 는 회원국들의 제안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관한 OECD/G20 의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바탕으로 

134 개 국가 및 관할권의 국제조세법 상 다자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Pillar 1 의 “통합접근법”을 위한 사무국 결의안(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을 발표했습니다. 

Pillar 1 의 경우, 디지털 사업 수익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글로벌 사업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물리적 고정 사업장 개념과는 달리,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초과 이익 중 일부를 매출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하는 구조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 가능한 이익을 금액 A, B, C 세 가지 금액으로 구분하고 

시장 소재지국의 법인이 수행하는 단순 유통/판매 기능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제시합니다. 동 과세 방안의 적용 범위는 금융업 및 원자재, 

광업 등(Extractive industries) 예외 산업을 제외하고,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휴대폰, 가전, 자동차, 제약 및 화장품 등을 포함한 소비재 

산업(consumer facing business) 전체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협의문서는 OECD 사무국이 제시한 Pillar 1 의 “통합접근법”을 

서술하고, 다수의 정책 이슈와 기술적 측면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의견서는 포괄적 BEPS 이행 체계 참여 

구성원이 2020 년 G20 의 최종 보고서를 위한 해결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OECD 공개협의문서에서는 Pillar1 의 정책적, 기술적 적용 및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주요 검토 과제들로써 다음의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적용 범위 관련 

“통합 접근법”제안에 따라 금액 A* 는 소비재 산업(사용자 

포함)에 초점을 맞출 것임. 해당 범위의 비즈니스를 정의하고 

식별하는 데에 있어 하기의 항목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a. 소비자 /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 

b. 다국적 기업 정의 

c.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멀티 비즈니스 모델 포함) 및 

중개인에 대한 판매 포함 



d. 공정성, 집행 및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한 다국적 기업의 규모 

e. 공식화 될 수 있는 적용 제외 대상 

 새로운 과세연계점 (Nexus) 관련 

“통합접근법”에 따른 새로운 과세연계점은 물리적 사업장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매출에 기초하고 있음.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지?  

a. 국가 고유의 매출액 금액 기준의 정의 및 적용  

b. 경제 규모가 작은 관할권에서도 혜택을 얻게 하는 조정 

 금액 A 그룹이익의 산정 관련 

금액 A 결정의 출발점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식별하는 것이며, 

관련 측정치는 연결 재무제표 에서 도출하는 방식을 검토 중임. 

동 접근법 에서 아래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a. 그룹 이익에 대한 적절한 측정 기준은 무엇인지?  

b. 각기 다른 회계기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조정이 

필요한 경우  

c. 비즈니스 라인에 기초한 사업 부문을 토대로 그룹 이익을 

계산하는 접근법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 지역별 

수익성도 고려되어야 할지? 

 금액 A 의 결정 관련 

금액 A 를 결정 후, 두 번째 단계로 간주잔여이익의 식별을 위해 

간주 통상 이익을 제외할 것임. 최종 단계는 사전 합의된 배분 

기준(예: 매출)을 기초로 시장관할권에 간주잔여이익(금액 A)의 

일부를 배분하는 안을 검토 중임. 동 접근법과 관련하여 

고려사항 및 제언을 요청함. 

 금액 A 관련 이중과세 해소 방안 

이중과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국내세법 및 조약상 

규정이 개별 실체 및 개별 국가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액 A 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금액 공제를 위해 다음의 항목들과 관련하여 고려사항 

및 의견을 요청함. 

a. 공제자격 부여 납세자의 식별 



b. 과세표준 수정, 과세면제 또는 세액공제 등 이중과세 공제의 

현행 메커니즘 토대 

c.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현행 메커니즘이 효과적이고 

의도한대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금액 B 의 결정 관련 

유통 기능과 관련된 많은 조세 분쟁이 있기 때문에 “통합 

접근법”의 금액 B 는 단순 기능에 대한 고정적 보상의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함. 금액 B 의 산정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 및 현재 각국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a. 고정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의 

b. 수익의 결정구조 (예: 단일 고정 백분율, 산업 또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고정 백분율 또는 기타 합의된 방법) 

 금액 C 의 결정 및 분쟁 방지 관련 

“통합 접근법” 하에서 C 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분쟁의 감소 및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지? 아래에 나열된 기존의 조세 분쟁 예방 및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요청함.  

a. 일방 또는 다자간 사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b. 국제 조세 위험 평가 프로그램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 ICAP) 

c.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상호합의 중재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 금액 A: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총 이익 중 초과 이익의 일부로 공식에 따라 시장 

과세관할권에 배분되는 대상 금액.  

금액 B: 시장 소재지국의 자회사 및 지점 등에서 수행하는 마케팅 판매 기능에 

대한 기본 보상 금액 

금액 C: 금액 B 의 적용 대상 기본 기능을 넘어 시장 소재지에서 수행된 특별한 

기능에 대한 추가 기능 보상 금액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이행 

체계는 국제 조세 체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회복하고, 기존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이중 과세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Pillar2 는 과세권 재분배에 관한 특정 요소를 넘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인세를 최저한세 적용 방안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2019 년 12 월 공청회에서 논의 예정) 

동 보고서에 강조된 바와 같이, 포괄적 이행 체계의 구축을 하는 데에 

있어 국가간 과세권 배분, 전통적 고정사업장의 개념 및 독립기업원칙 

등 기존 국제 조세 체계와 향후 다자간 과세 협력 체계,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조세 법안 방지, 고(高)디지털화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시도를 위한 강한 정치적 외압 등 다양한 요인들 간의 이해 관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작업 계획(Programme of work)은 G20 의 주도로 2020 년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종 단계에서 정리될 것입니다. 

 

OECD: More guidance on country-by-country reporting, MNE groups 

OECD: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추가 지침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 Action 13 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ing)의 이행 및 운영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동 지침은 기존 발표된 BEPS Action 13 의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새로운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국가별보고서의 

주요 항목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의 처리 

“표1의 세전손익에 다른 관계사의 조세관할권에서 수취한 간주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가?” 

BEPS Action13 보고서의 경우, 국가별보고서의 표1을 작성 

시에 타 관계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수익(Revenue) 

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해당 관계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세전손익(Profit/Loss before Income Tax)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OECD 추가 지침에 따르면, 표 1상의 수익 항목과 마찬가지로 

배당 지급관계사의 소재 조세관할권에서 간주 배당으로 

처리되는 배당금의 경우, 수취 법인의 세전손익 항목에서도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19/11/tnf-oecd-more-guidance-on-country-by-country-reporting-mne-group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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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다국적기업의 모든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보고서 표 1 을 작성할 때 반올림된 금액의 

사용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보고서 표1에 반올림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각 조세관할권은 해당 통화 단위의 상대적 명목 가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올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1에 포함된 재무자료를 중대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반올림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동 지침은 재무자료를 EUR 1,000, USD 1,000 또는 

JPY1,000,000 과 유사한 단위 수준에서 반올림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모든 경우에는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모든 0 을 포함한 전체 숫자를 기준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OECD는 반올림 적용 금액의 사용이 국가별보고서 상 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동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하여 본 지침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하는 정보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자료의 출처에 대해 

표3에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가?” 

동 지침은 다국적기업이 사용한 자료의 출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은 국가별보고서에는 

간결하되 각 정보 항목의 출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될 경우, 관련 

예외 사항도 함께 설명 되어야 합니다. 특정 조세관할권과 

관련된 정보가 다른 출처로부터 참조된 경우, 사용된 자료의 

출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OECD는 조세관할권 별 국내법 또는 행정 지침의 개정까지 

과도기 동안 납세자들이 본 지침에 설명된 바에 따라 자료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표3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는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보고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들에 대한 요약 및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는 다국적 기업은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국가별보고서 작성시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류 유형 작성 지침 

세금 식별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입해야 

하는데, 표2에 

관할권 내 관계사의 

NOTIN이 대신 

보고되어 있는 경우 

OECD 에서 배포한 국가별보고서 

전자 표준 양식(XML schema)에는 

세금식별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NOTIN은 관계사가 거주지 또는 

운영 관할 세무 당국에 의해 세금 

식별 번호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만 입력해야 합니다. 

세금 식별 번호 칸이 

공란, 혹은 

띄어쓰기(Spaces)로만 

작성된 경우 

세금식별번호는 국가별보고서 XML 

schema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칸을 

공란 또는 띄어쓰기를 사용하여 

공백으로 두면 안됩니다. 

여러 다른 관계사에 

대해 동일한 세금 

식별 번호가 반복 

작성 되어있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XML schema에는 각 

관계사에 대한 특정 세금식별번호 

또는 해당 세금식별번호가 미 발급 

된 경우에는 NOTIN이 기재합니다. 

조세관할권에 의해 하나 이상의 

회사에 동일한 번호가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식별번호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표1이 다양한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국가별보고서는 최상위 지배기업의 

기능 통화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사에 대한 정보는 

최상위 지배기업의 기능 통화로 

변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국가별 

보고서에는 둘 이상의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가 포함 

되어서는 안됩니다. 



표 1에 절사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 1에는 소수점을 제외한 정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절사한 숫자의 

사용 (예를 들어, 수천 또는 수백만 

통화 단위로 통합된 최종 명세서 

상 마지막 3 자리 또는 마지막 6 

자리 숫자를 삭제하는 경우)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표1의 값이 과도하게 

반올림되어 있는 

경우 

표 1에서 직원 수 정보의 반올림은 

BEPS Action 13 보고서 상 구체적인 

관련 지침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관할권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반올림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표 1에 연장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표1에 통화 

단위에 소수 단위(즉, 소수점 이하 

부분)를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 

하였습니다. 만약 소수점이 나중에 

삭제되면 모든 재무 수치에 100을 

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표 1에는 소수점을 제외한 

정수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 

국가별 보고서를 XML로 변환 시) 

잘못된 열에 해당 

값을 작성한 경우 

표1의 열에 입력된 값이 뒤바뀌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열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이 

필요합니다. 

총 수익이 관계 회사 

수익 및 제3자 

수익의 합계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표 1에는 관할권 내 다국적 기업의 

총 수익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세 

개의 열(관계 회사 수익, 관계 없는 

회사 수익, 총 수익)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수익은 항상 제3자 

수익과 관계사 수익의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배당의 수익 인식이 

부인된 조세관할권의 

경우, 관계사로부터 

수취한 배당 수익이 

각 관할권에서는 배당 수익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향후 OECD 지침에 따라, 관계사 

로부터 수취한 배당 수익을 표 1상 



세전손익에 포함된 

경우 

수익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관계사로부터 수취한 배당 수익을 

세전손익에서도 제외하도록 합니다.  

자료 출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현재까지 각 조세관할권은 납세자 

제공 자료의 출처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향후 

OECD 지침에 따라, 사용된 데이터 

출처를 표3에 포함해야 합니다. 

잘못된 조세관할권 

코드를 사용한 경우 

국가별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조세관할권은 표준 두 자리 ISO 

코드를 사용하여 식별해야 합니다. 

관할 구역 식별 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표1 및 표2에 서로 

다른 조세관할권을 

포함한 경우 

다국적기업 납세자들은 표2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관할권을 표1에 

포함하거나 그 반대로 오류를 범한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표1 및 표2에 포함된 조세관할권은 

일치해야 합니다.   

표1 과/또는 표2에서 

제외된 비 연결회사 

국가별보고서 상 포함되어야 하는 

관계사는 규모나 중요성 측면에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부 및 재무회계, 법률, 

세무 보고 또는 내부 관리 통제 

목적 상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계사의 고정사업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국가별보고서 작성 

시에는 "비(非) 연결대상" 회사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 상의 정보는 일반적 정보 공유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므로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230 의 Section 10.37(a)(2)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가지 이상의 연방세 안건에 대한 

권고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포함된 정보는 보편적인 내용으로 목적에 따라 적용 

가능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정 경우, 해당 정보의 적용 가능성은 반드시 세무대리인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저자(들)의 견해를 기술하고 있으며, KPMG LLP 의 

견해 또는 전문적인 자문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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