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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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Transfer pricing developments expected in 2020(January 9, 2020) 

2020년 유럽 이전가격 관련 전망 

BEPS 

BEPS(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이전가격정책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정책 

보고서에는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관련 자료(notification) 등이 있습니다. 또한 BEPS의 영향으로 무형자산, 그룹 내 

용역거래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책도 발효되었습니다. 

2020년에 OECD는 참여국의 상호검토(peer review)를 포함하여 국가별보고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국가 간 일관되지 않은 

이전가격 보고서 마감일, 기업들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분량의 확연한 증가, 

세무당국(특히 동유럽)에서 주도하는 신규 정책 시행 강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전가격 관련 준수 요건들은 2020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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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국가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거래는 OECD 이전가격 지침에 유일하게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었지만,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에 

그룹 내 금융거래에 대한 OECD 이전가격 지침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신규 공시 제도 

OECD는 국가별보고서 보고 요건을 점검하는 것 외에도, 2020년에 신규 공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규 공시 제도에는 수익적 오너에 초점을 맞춘 EU의 

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5 (이하 “DAC” 5), 이전가격 관련 특정 

이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DAC 6과 같은 EU 지침이 포함됩니다. DAC 6 

지침에 따르면 가치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이나, 이자 및 세액 차감 전 이익이 

3년 후 평가 시 산정 될 예상치의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사업구조조정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등 특정 역외 약정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DAC 6 

도입으로 인해 세무당국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 접근법의 국제적 합의 여부 

OECD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이전가격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통합 접근법(unified approach)”을 제시하였습니다. OECD에서 제안된 통합 

접근법은 현행 정상가격원칙을 넘어서는 시도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에 OECD에서 

모든 견해를 수용하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가격의 운영모델의 효율성 

이전가격 관리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 즉 이전가격의 산정, 보고, 기장 및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이전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신뢰성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전가격의 실시간 모니터링, 

조정 및 보고를 가능케 하는 자동화된 절차의 부재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필요한 수동적이고 집약적인 과정이 수반됩니다. 효율적인 이전가격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데이터에 쉽게 접근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의 활용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전가격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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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에 걸쳐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가 증가하며 이전가격 관련 이슈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증가는 이전가격 관련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국가들은 때때로 다른 접근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이 2020년에도 이어지며 더욱 복잡한 성격의 이전가격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alue Chain Analysis 

2020년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전가격 이슈는 Value Chain 분석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성장을 실현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며,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운영 모델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수많은 조세 관련 이슈들과 활용 가능한 기회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Malaysia: New transfer pricing audit framework (2019) (December 27, 

2019) 

말레이시아의 2019년 이전가격 세무조사 동향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은 기존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지침(2013년 4월)을 대체할 

2019년 이전가격 세무조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이전가격 세무조사 

지침은 2019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전가격보고서는 특수관계거래의 정상가격원칙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전가격보고서는 소득세법(1967년), 

이전가격규칙(2012년), 이전가격지침(2012년) 의 관련 조항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구비되어야 합니다. 

• 조사기간은 최대 7년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기, 고의적인 불이행 및 

과실과 관련된 조사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는 과세당국 요청일로부터 14일 내에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문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가격보고서의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사업운영 및 기능분석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슬라이드는 조사반 방문 7일 전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당국이 제시한 감사 결과에 납세자들이 대응 가능한 시간이 21일에서 

18일으로 짧아졌습니다. 

• 이미 조사가 완료된 동일한 사안 및 기간은 다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기재되었으며, 

새로운 가산세율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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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조건 
가산세율(세액기준) 

Audit 자진신고 

1 

납세자(*)가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존 이전가격 지침(2012년)에 

따라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인 

50% 관계없음 

2 

납세자가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제출하였으나,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세자가 

이전가격 지침에 따라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과세당국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30% 20% 

3 

납세자가 기존 이전가격 

지침(2012년)에 따라 

이전가격보고서를 구비하여 

과세당국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0% 0% 

• 납세자가 이전가격보고서 제출 날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과세관청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못했으므로 제출 지연으로 간주됩니다. 

KPMG report: Transfer pricing from an operations perspective 

KPMG Report: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이전가격 

효율적인 이전가격 운영 모델의 수립 

이전가격 관련 법률과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이전가격 관리가 보다 더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은 비즈니스 의사결정 및 일상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이전가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운영적인 측면(Operations 

Perspective)에서의 이전가격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전가격 

운영 모델은 이전가격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기업의 상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가격 운영 모델 수립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은 거래흐름, 가격결정, 

데이터 관리 등 이전가격 운영 모델의 주요 결정 요소들이 기업의 재무 및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19/12/tnf-kpmg-report-transfer-pricing-from-an-operations-perspecti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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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서가 아닌 외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이전가격 운영 모델을 수립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이전가격 운영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실질, 가치사슬의 특성, 이전가격 운영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시스템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된다면 이전가격 

통제(governance)가 정확하게 작동하여 이전가격 결과 및 프로세스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선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이처럼 기존의 통상적인 이전가격 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운영 모델 수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영향 

이전가격의 복잡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가격 운영 모델 결정에 있어서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가격 운영 모델을 통해 사업이 운영되는 각 관할 

구역 또는 가치사슬의 특정 부분에 특정 이익이 배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이러한 이익 배분은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유지될 수 있지만, 상업적 실질, 시

스템, 조직구조 등에 변화가 생기면 이전가격 운영 모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의 활동, 흐름,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연결하

여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추가적인 분석과 이전가격 운

영 최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전가격 운영 모델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의 

이전가격 모델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파악이 전제된다면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전가격 운영 모델 수립을 위한 통제 모델의 선정 

이전가격 운영 모델의 통제는 사업의 프로세스 및 통제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및 운영계획(S&OP), 회계, 재무기획 및 분석

(FP&A), 자금, 영업 및 연구개발(R&D) 등 각기 다른 조직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전가격 운영 모델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

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전가격 운영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적합한 통제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든 자동화, 통제, 프로세스를 사업의 실질과 일치하게 

조정한다면 효율적인 이전가격 운영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제 



모델이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전가격의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근시안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는 경제분석과 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며, 기업에 기초적인 프로세스가 

잘 정립되어 있다면 이전가격 측면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이 도출될 수 있

습니다.  

기업들은 RPA(로보틱 처리 자동화)에서 ERP(전사적 자원 계획)에 이르는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에 의존한 이전가격 운영 모델 수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수많은 자동화 기술 중 기업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전가격 운영 프로세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각 기업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투자  

이전가격 운영 모델에 투자하는 것은 전세계 이전가격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중

요한 단계입니다. 효율적인 이전가격 운영 모델의 관리는 기존 프로세스의 통합

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도적인 기업에서는 이러한 이전가격 

운영 모델을 통해 일상적(routine)으로 발생하는 이전가격 관련 이슈들을 자체

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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