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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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wan: Customs guidance on one-time transfer pricing adjustment 

(January 21st, 2020)  

대만: 연말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 지침  

대만 세관은 연말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대만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2020 사업연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는 회계결산 마감 전까지 특수관계인거래에 대하여 연말에 

1회 이전가격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전가격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발행된 TP 

Newsletter(2020년 1월 15일) 또는 TaxNewsFlash(2019년 11월 27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거래 당사자는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계약에는 거래조건과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에 따라 이전가격조정을 수행하여 발생한 채권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020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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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채무는 모두 장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대만에 소재한 납세자와 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는 거래 상대방은 대만 

소재 납세자의 이전가격조정에 따라 대응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대만 세관은 재정부의 연말 이전가격조정 관련 지침(2019년 

11월)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한 회사가 연말 이전가격 조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 이전가격 조정을 평가하여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요건은 기본적으로 ①연도 중 물품 

수입기간(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②이전가격조정 신청서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달 이내), ③세관평가기간(신청서 제출기한 

마지막 날부터 4개월, 2달 연장 가능) 등 총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도 중 물품수입기간: 연말 이전가격조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조정의 대상이 되는 수입신고서를 선정하고 동 신고서에 대해 지침 상 

명시된 절차 준수 필요 

② 이전가격조정 신청서 제출기한: 수입신고서 번호, 제품, 잠정가격, 

상업송장당 가격, 거래가격 결정 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필요 

(“Application for One-time TP Adjustment on Imported Goods 

Dutiable Value Assessment”).    

③ 세관평가절차: 세관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한 번, 최대 2개월까지 평가기간 연장 

가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연말 1회 이전가격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명시된 각 절차의 주요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anada: MAP statistics for 2018 (January 23rd, 2020)  

캐나다: 2018년 상호합의절차 통계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은 2018년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의 결과 요약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는 OECD 조세행정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년 MAP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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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 타결에 최소기간 소요(평균 25개월) 

• 이중과세 타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가장 적극적인 협조 사례(캐나다 및 

미국, MAP 사례의 54% 해당)   

• 논의 중인 사례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전년 대비 16% 감소) 

타결 사례 

CRA에 따르면 2018년 논의 중인 MAP 사례는 전체적으로 16%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조세조약 상의 해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간 협상을 필요로 하는 MAP 사례는 전년도 141건에서 

2018년 126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캐나다 사례: 캐나다에서 개시를 요청한 사례가 MAP 사례에서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타결 사례 중 77%가 

캐나다에서 개시 요청되었습니다.  

• 평균 타결기간: 동 보고서에 따르면 CRA는 캐나다 및 해외 

과세당국에서 개시 요청한 MAP 모두 24개월 내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권한 있는 과세당국간 협상이 완료되는데 

소요된 평균기간은 CRA의 목표기간에 근접하였습니다. 2018년 

캐나다에서 개시 요청한 MAP의 타결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22개월 

이내였습니다 (약 24개월이 소요된 2017년 대비 단축). 

– 2018년 해외 과세당국에서 개시를 요청한 MAP이 완료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6개월 이내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MAP이 완료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23개월 

이내였습니다.  

이중과세 해소 

2018년 종결된 126건의 MAP 사례 중 80% 이상이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약 6% 정도는 자국 내 구제절차를 통해 이중과세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들은 신청을 철회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미타결 사례 

• 이전가격 사례: 2018년 말 기준 협상이 필요한 MAP 사례의 78%가 

이전가격 사례였습니다. 2018년 CRA의 미타결 이전가격 사례는 

감소하였으며(75건의 신규 신청, 102건 완료) 평균적으로 25개월 



이내에 종결되었습니다. 

• 해외 과세당국과 협상이 필요 없는 사례: 2018년 CRA의 협상이 필요 

하지 않은 MAP 사례(해외 과세당국과 협상이 필요 없는 사례)는 

407건에서 119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288건 감소).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에 따른 미배분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감소는 CRA의 

담당 인원 충원 및 장기 미타결 사례를 종결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것입니다.  

OECD: Update on digital economy tax issues; “Pillar One” possible safe 

harbor (January 31st, 2020) 

OECD 디지털세 이슈 업데이트: “Pillar 1”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시행 

가능성 

OECD는 2020년 1월 31일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 이슈에 대해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29일부터 30일 간 열린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관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위원회는 다음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과세권(연계성(nexus) 기준): OECD는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연계성 

기준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연계성 기준을 통해 시장소재지국 

내 매출이 일정 금액(revenue threshold)을 초과할 경우, 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합니다. 

• 과세대상 이익(이익배분 기준): OECD의 제안은 정상가격원칙을 

뛰어넘은 것으로 국가 간 이익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기존 

과세체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Pillar 1의 통합접근법(Unified approach)에 따라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관할권(시장소재지)에서 지속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MNE)들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이행체계 위원회에서 협의된 통합접근법은 2019년 10월 OECD 

Secretariat에서 발표한 통합접근법에 기반합니다. 

Pillar 1: 세이프 하버 (safe harbor) 제도 시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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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포괄적 이행체계 위원회는 디지털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안들을 고려해왔습니다. 

방안 제안국가 주요내용 

사용자 참여 접근법 

(User Participation) 
영국 

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하는 방법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  

(Marketing 

Intangible) 

미국 

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하는 

방법 

중요한 경제적 실재 

개념 도입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인도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 과세권을 인정하여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하는 방법 

2019년 5월 합의된 Programme of Work는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안에는 

2020년말까지 G20이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와 

정치적 과제가 담겨있습니다. 

포괄적 이행체계 위원회는 2020년 7월에 동 방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BEPS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 위원회에서 공표한 성명서는 2019년 12월 미국 

재무부 장관이 OECD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 내용과 같이 Safe harbor를 

기반으로 한 Pillar 1 시행을 제안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한에서 

미국은 디지털세가 현행 국제조세법 상 논리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선택적인 

세이프 하버 제도(Safe-harbor regime)도입을 통해 Pillar 1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TaxNewsFlash (2019.12.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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