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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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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베트남: 개정 이전가격세제 및 의미 

베트남 과세당국은 회사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고, 보다 나은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11월 5일에 개정 이전가격세제 

(Decree No. 132/2020/ND-CP, 이하 “Decree 132”)를 발표하였습니다. 

Decree 132는 2020년 12월 20일자로 유효하며, 2020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가격 범위의 축소  

베트남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사분위범위 즉,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이익률 혹은 가격 들에서 하위 25% 이상, 상위 

75% 이하 사이의 범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Decree 132에 따라 하위사분위 값은 하위 25%에서 하위 35%에 

해당하는 값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납세자는 

종전보다 상향 조정된 값을 정상가격 또는 정상마진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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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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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이전가격 관리 시 상향된 하위사분위 값이 적용된 

정상가격범위를 준수하여 현지 과세위험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의 상향 조정 

Decree 132 발표 전 이자비용 최대 공제한도는 회사의 세전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가산한 금액(“EBITDA”)의 20%로,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금액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차입거래가 발생하거나 높은 수준의 운전자본을 필요로 하는 

신설 회사의 경우 이와 같은 이자비용 공제한도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Decree 132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한도는 3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자비용 인정 한도 계산에 대상이 되는 이자비용은 총이자비용에서 

순이자비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종전과 달리 현행법령은 초과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차기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회사에게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외부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지침 

과거에 베트남 과세당국은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두지 않았으며, 외부 공시된 재무자료만을 이전가격 검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ecree 132는 최신 재무정보를 보유하고 표준화된 

정보를 관리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 그리고 재무자료의 

작성언어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비교 가능하지 않은 재무자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납세자는 

비교대상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 시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검색이 

용이 해졌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 대응 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대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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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세당국은 개인과 기업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 특수관계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다음의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업도 

특수관계거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양도거래(Capital transfer)가 거래당사자의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임원 또는 직계가족(Immediate family)과의 차입거래가 거래

당사자의 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위 거래의 양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따라서 

동 특수관계거래는 이전가격 분석 및 문서화 구비 대상입니다.  

국가별보고서(Country-by country report, “CbCR”) 제출의무 

베트남 소재의 최종 모회사는 Decree 132에 따라 국가별보고서의 제

출 의무를 가지며, 제출 대상 재무정보, 서식 및 제출기한에 대한 지침

을 제공받습니다. 

해외 소재 최종 모회사의 관할세무당국과 베트남 과세당국 간 조세정

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베트남 소재의 자회

사는 최종 모회사의 소재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면제됩니다. Decree 132은 회사가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론 

베트남의 개정 이전가격세제를 통해 이자비용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초과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되어 기업에 혜택이 

제공된 반면, 축소된 정상가격 범위로 인하여 베트남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은 현지 이전가격 관리 시 상향된 하위사분위 값이 적용된 

정상가격 범위를 준수하여 현지 과세위험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이전가격 Planning과 

전문가의 세무자문을 통해 문서화 규정과 세무조사 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중국: 일방적 APA 절차 간소화 

2021년 3월 19일 중국 과세당국(SAT)은 일방적 APA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 해석 및 협의 문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1/03/tnf-china-proposal-for-simplified-process-for-unilateral-apas.html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에 대한 의견은 2021년 4월 18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일방적 APA에 대한 간소화 절차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기업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PA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줄이고 중국 내 사업 운영에 대한 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과세당국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APA 절차에 따른 번거로운 협상 및 서명 절차,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세당국의 APA 신청서 접수 및 검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전(Shenzhen) 및 광둥성(Guangdong) 

지역에서는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를 적용한 시범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과세당국은 일방적 APA 협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선전 및 광둥성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를 전국 단위로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 관련 협의 문서 초안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APA 간소화 절차는 일방적 APA에만 적용되며, 쌍방적 APA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 APA 간소화 절차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됩니

다.  

o APA 적용 기간 이전 3개 연도에 대하여 각 연도 특수관

계거래 금액이 4천만 RMB(약 68억 7,200만 원)를 초과한 

기업 

o 다음 세 가지 요소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 간소화 절차 신청 최소 3개월 전 과세당국에 최근 3

년간(Announcement No. 42 2016에 따라) 동기화 정

보 관리 보고서를 제공한 기업 

- 지난 10년간 APA가 시행되어 왔으며, 해당 APA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 지난 10년간 과세당국의 특별세무조사 및 조정대상에 

해당되며, 해당 조사가 종료된 기업 

협의 문서 초안은 과세당국이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의 경우 간소화 

절차에 따른 APA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 과거연도 대비 APA 신청 기간 동안 기업의 특수관계거래, 사

업 환경 및 기능, 위험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과세당국에서 적용한 이전가격 조정을 수락하고 해

당 조정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거래 보고서 양식을 미제출 및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거나 동기화 정보 구비 혹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일방적 APA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지방, 자치 지역 또는 특

정 도시, 지방자치단체 소재 과세당국이 관여될 경우 

▪ 간소화된 APA 신청 중 기업 내 APA 신청 종료로 이어지는 상

당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해당 기업은 APA 간소화 절차를 통

한 APA 신청이 불가하나 Announcement 64 규정에 따라 일

반적인 APA 신청 절차에 따라 APA 재신청 가능) 

APA 간소화 절차에 따른 APA 신청서의 내용은 가치 사슬 분석, 비용 

절감, 시장 프리미엄 및 기타 지역적 특수 효익에 대한 고려사항 등 

Announcement 64에 명시된 APA 신청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에 따른 효익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APA 신청서 제출시 이전 연도를 선정하여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는 Announcement 64의 일반적 APA 절차 

관련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 APA 신청 절차는 

간소화 절차와 공존하며, APA 신청 기업은 간소화 절차 및 일반적 절차 

중 택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 따른 일방적 APA 결과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일방적 APA 간소화 절차에 따라 APA 신청 단계가 축소됩니다. 

Announcement 64에 따른 일반적인 APA 절차는 사전협의, 협상, 분석 

및 평가, 공식 신청, 서명 및 모니터링 등 6단계로 구분됩니다. 반면에 

간소화된 APA 절차는 이러한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할 수 있으므로 

APA 검토 진행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A 간소화 절차는 과세당국의 APA 신청 접수, 평가 및 협상을 위하여 

더욱 명확한 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납세자는 

9개월에서 12개월 내 협상 신청과 서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APA 절차와 비교하여 간소화 APA 절차는 APA 협

상 및 서명에 소요될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것 입니다. 

 

2. 관세 Update 

제67회 WCO Harmonized System Committee (HSC) 개최 

그동안 Covid19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제67회 WCO HSC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HSC는 각 국가들이 발의한 HS 품목분류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적합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WCO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품목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HSC의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발의한 

안건으로서 아직 최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RF Generator 및 RF 

매칭 네트워크’, ‘자주식 굴절 붐 리프트’ 그리고 ‘TFT-LCD 모듈’의 

품목분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경 안 시행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20.12)에 

맞추어 2020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2021년 3월 1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관세법 

제176조의2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

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

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

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

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

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③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

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

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다. 

 

3. OECD Update 

Digital Services Tax: Why the World is Watching 

배경 

디지털 경제는 현재 글로벌 GDP의 15.5%가량을 차지하며 지난 15년간 

글로벌 GDP 대비 2.5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혹은 “EC”)는 연간 연결매출액 USD 9억 

15백만 (EUR 7억 5천만) 및 과세대상 매출액 USD 61 백만 (EUR 5천만)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서비스 매출, 사용자 데이터(user-

collected data) 판매 매출에 대한 3%의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제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EC의 움직임을 시발점으로 여러 EU 가입 및 비 가입 국가들이 DST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DST가 미국 다국적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하며 보복관세 기조를 천명하였습니다. 

DST 

https://tax.kpmg.us/content/dam/tax/en/pdfs/2021/bloomberg-tax-kpmg-digital-services-tax-1.6.21.pdf


EU를 중심으로 OECD/G-20 포괄적 이행 체계(Inclusive Framework)가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2021년 중순 예정) 일시적 DST를 도입하여 

적절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DST는 “gross receipts taxes” 및 “transaction taxes” 성격으로 온라인 

광고지면, 디지털 중개 서비스(online marketplace 등) 및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판매에 대한 매출의 1.5% ~ 7.5%가량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DST는 연결매출액 및 과세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삼으며 사용자 장치(IP 주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DST에 대한 비판 및 고려사항 

한편, DST는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삼으며 현지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DST로 인한 세수 

증가 부담 영향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이중과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별 DST 적용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OECD/G-20 포괄적 이행 

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가는 과세 대상 

서비스 종류를 늘리는 등 DST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DST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DST 관련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보복관세 

2019 년 7 월 10 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조사에 착수해 

프랑스에서 도입한 DST 가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며 미국 무역을 

제한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20 년 7 월 미국은 

프랑스 일부 제품(명품 가방,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시점까지는 실행되지 않음) 

또한 2020 년 6 월, USTR 는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및 영국 등 DST 도입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 조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하여 해당 국가에서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DST 가 미국 기술기업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 입니다. 



OECD Guidance on Covid-19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a 

China Perspective 

개요 

OECD 에서 지난 2020 년 12 월에 발간한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의 중국 이전가격 실무 

적용 관련 2020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안내사항 입니다. 

비경상적 비용 발생 

COVID-19 로 인하여 공장 폐쇄, 기업 운영 중단, COVID-19 예방, 

원격근무 등을 위한 다양한 비경상적 비용이 중국 현지법인들에게서 

발생하였습니다. 

OECD COVID-19 가이드라인 중 관련 내용에 따르면 Pandemic 중 

발생한 비경상적 비용은 독립기업간 비용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인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기능, 위험, 자산, 그룹 TP 정책, 계약서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간 

비경상적 비용 배분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중국 내 특수관계인 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PLI 산출 시 조정하는 방안 고려, 이러한 비용 조정 시 

근거가 되는 자료 구비하여야 합니다. 

비교가능성 검토 

견조한 추세를 보인 제조업: 중국 내 COVID-19 으로 인한 영향이 

2020 년 하반기부터 감소함에 따라 2020 년 12 월 기준 중국 

PMI(purchase managers index, 구매자관리지수)가 10 개월 연속 

호조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내 제조업은 COVID-19 으로 인한 

영향을 2020 사업연도에 실질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COVID-19 수혜업종: 헬스케어, 통신, 배달음식, 전자상거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럭셔리 업종 등은 오히려 2020 사업연도 COVID-19 으로 

인한 수혜를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교가능대상기간 

2020 사업연도 대부분의 중국 기업은 사업운영에 부침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하반기 실적을 통하여 연간 단위 성장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분석대상기업의 2020 사업연도 

실적이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경우, 2020 사업연도를 비교가능 

대상기간으로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OQGOKK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WJjNDlmZGJkYWMxOTkzOTVhMTQ4YjFkMmIzYjhkODkiXV0--8c10f58925dfae585f7ab095aa897a15cf6affdf&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search32=xw1jvd5KXo6BGJxzhZCjPg%3D%3D4sE8r4Pw60Ae1smPmeisOFYTQ90IcRDFnQLsBjnfQg1wSrzD8xDogxCqNrleUF1iPtlJq6bQ266ojyl3mT4rn5CMPKNjFemm-sLlsWBmZyvrL9dN43tu3dsJUS4fCLIb26CPAZ1hAT6btScQwwBNMI54ZWbSMOwYZYnKHd1K3Nqis-C1AkbBruuZXMKRBZQJwqLP3IUFDxXI9GQBLxD4gUNkasaKs7UZ082pkQKuEALMBqHeLmuu9oY7dIykmwhCRf7nczJzl7gYDB-ruX2ivBYAZfe_cVOGzTrwo2Rhmt5rhaX1-THHMYPYgf38kdzLurZs9SVTJ_TLwq-_5eun4AYt9KVpu_zYcbTJs7IqgADmzt8T_wSOZBLfHyBRd3nuT-6lzXsXMH6rzPII_wI2tfw_mpPaFLSzAHYjdg7aRkFRoKkGMGtS9u_oSBkbeIeMNZfbFjivlm4Axe_kwYCnnYHQ2nOgnOuQwaBzjzoaeLHe-I6IMY5ZM1PubQWVpT6jiKmcpGB9mnKs-aB2oIpLNqJ5lGSRxWkTMEo78whWTB8EO4SSLVaUKBW841dgaC453EyD7nAuwQPKrp633xhVgx1Nisk_J_RLCw5acJ7N1S1pjO8uQRyGSR0cp5N9sSVp0TIMloLeOb49AV8mjqJV5B_PqUeBzgOQnuc9zhWGqVTP0dTszii3ZFPo8Nck5vvSDxHjLNwLfz0z4HkO4O0CkWwOCyeLVWnsZJuSNAppANooyPugQ8J8yjBoIwIm-iBlFhov40ZGaNYEFe2_OakJg9BzHOyIU7DB5HTdNsWGO0oXI5-MnSskLgUE1f5DU4DOCCksGiuLA0zGVWv_9zvmiNkVnv3hxR9EBFkPs4YB-sMVVlh315ofN_hfKI3A-5No_U6F68kc2GkpvCTO-jcfeopxSRqpFhvouy30c7QDF-8SSPoFx-ITjkHEPq8BVMc-PmGprwM7Kn1g49saE0KxfJCCf9_avuNAU4GL7TRykWT3bPXPhXaio8p720KsfTEP-qs4_TQambl20O8KtvpPGZWetWxMN66-beLPUyLwKXa5ksUjS9Q3Fo68jWEjVMugJO0QG4yVl1aAzTN_MrzRl8Q1HBukTT33I7PGkkUWX8BIK7ELM-oXYbdrCWI9tUYOosuOpYOWdJWvms3yJyjTspcOS1YW2VuNKUp_tp9vCrCtCuwE6pMM4SEvkvoeVuTrCiXSB6bB-amMdb6TKFHhbcG90wM9xfybzrSA36B4kmp5WpfDLrOGp7MroflI-cyTDucHX8hxJVaaOe3-MgNf2Z4K6k7jqExR5sPEU-9IZC0DOnA6jVwWg9E0XalrdkWDQEp1bzy49e004MRWul6c78mjdIo32GA_8QbHdUMIubNz2IRB3kG5DmrKlyN0I8AS6bgH0VoBV1LCmhJEpNgm6Q3V4flJATa7Qs5jNA0n5MtTIzjwLaR30d_Aror70DXEAr01OA264r1B23Ansfn3Pg_FpUGV5pIK45NA3_5rOT5qciUVsTmCwqZpHkKzScmbB884CRLqH2J1cbvmiOeStSzSnUlt3M2WTj28nrGO4tCspkPuKawyF3cfKAMrlQapWRTBwP_4YKAli-P3HmDR5c2b-7vyExVaVRTcz7zln9pHXe9uwGyInaTUKV1RjCsq2AHZR4AtEvShKXCgtfbsHVaR59VCRFGDPcqSDvQG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OQGOKK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WJjNDlmZGJkYWMxOTkzOTVhMTQ4YjFkMmIzYjhkODkiXV0--8c10f58925dfae585f7ab095aa897a15cf6affdf&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search32=xw1jvd5KXo6BGJxzhZCjPg%3D%3D4sE8r4Pw60Ae1smPmeisOFYTQ90IcRDFnQLsBjnfQg1wSrzD8xDogxCqNrleUF1iPtlJq6bQ266ojyl3mT4rn5CMPKNjFemm-sLlsWBmZyvrL9dN43tu3dsJUS4fCLIb26CPAZ1hAT6btScQwwBNMI54ZWbSMOwYZYnKHd1K3Nqis-C1AkbBruuZXMKRBZQJwqLP3IUFDxXI9GQBLxD4gUNkasaKs7UZ082pkQKuEALMBqHeLmuu9oY7dIykmwhCRf7nczJzl7gYDB-ruX2ivBYAZfe_cVOGzTrwo2Rhmt5rhaX1-THHMYPYgf38kdzLurZs9SVTJ_TLwq-_5eun4AYt9KVpu_zYcbTJs7IqgADmzt8T_wSOZBLfHyBRd3nuT-6lzXsXMH6rzPII_wI2tfw_mpPaFLSzAHYjdg7aRkFRoKkGMGtS9u_oSBkbeIeMNZfbFjivlm4Axe_kwYCnnYHQ2nOgnOuQwaBzjzoaeLHe-I6IMY5ZM1PubQWVpT6jiKmcpGB9mnKs-aB2oIpLNqJ5lGSRxWkTMEo78whWTB8EO4SSLVaUKBW841dgaC453EyD7nAuwQPKrp633xhVgx1Nisk_J_RLCw5acJ7N1S1pjO8uQRyGSR0cp5N9sSVp0TIMloLeOb49AV8mjqJV5B_PqUeBzgOQnuc9zhWGqVTP0dTszii3ZFPo8Nck5vvSDxHjLNwLfz0z4HkO4O0CkWwOCyeLVWnsZJuSNAppANooyPugQ8J8yjBoIwIm-iBlFhov40ZGaNYEFe2_OakJg9BzHOyIU7DB5HTdNsWGO0oXI5-MnSskLgUE1f5DU4DOCCksGiuLA0zGVWv_9zvmiNkVnv3hxR9EBFkPs4YB-sMVVlh315ofN_hfKI3A-5No_U6F68kc2GkpvCTO-jcfeopxSRqpFhvouy30c7QDF-8SSPoFx-ITjkHEPq8BVMc-PmGprwM7Kn1g49saE0KxfJCCf9_avuNAU4GL7TRykWT3bPXPhXaio8p720KsfTEP-qs4_TQambl20O8KtvpPGZWetWxMN66-beLPUyLwKXa5ksUjS9Q3Fo68jWEjVMugJO0QG4yVl1aAzTN_MrzRl8Q1HBukTT33I7PGkkUWX8BIK7ELM-oXYbdrCWI9tUYOosuOpYOWdJWvms3yJyjTspcOS1YW2VuNKUp_tp9vCrCtCuwE6pMM4SEvkvoeVuTrCiXSB6bB-amMdb6TKFHhbcG90wM9xfybzrSA36B4kmp5WpfDLrOGp7MroflI-cyTDucHX8hxJVaaOe3-MgNf2Z4K6k7jqExR5sPEU-9IZC0DOnA6jVwWg9E0XalrdkWDQEp1bzy49e004MRWul6c78mjdIo32GA_8QbHdUMIubNz2IRB3kG5DmrKlyN0I8AS6bgH0VoBV1LCmhJEpNgm6Q3V4flJATa7Qs5jNA0n5MtTIzjwLaR30d_Aror70DXEAr01OA264r1B23Ansfn3Pg_FpUGV5pIK45NA3_5rOT5qciUVsTmCwqZpHkKzScmbB884CRLqH2J1cbvmiOeStSzSnUlt3M2WTj28nrGO4tCspkPuKawyF3cfKAMrlQapWRTBwP_4YKAli-P3HmDR5c2b-7vyExVaVRTcz7zln9pHXe9uwGyInaTUKV1RjCsq2AHZR4AtEvShKXCgtfbsHVaR59VCRFGDPcqSDvQG


만약 분석대상기업의 2020 사업연도 실적이 전년 또는 최근 몇 년간 

실적과 크게 상이한 경우, 다년도 또는 분기 실적 등 비교가능기간을 

유동적으로 설정하거나, 분석대상기업 실적에 대한 차이 조정 등을 

수행하여 정상가격 소명하도록 합니다. 

지역 차이 고려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비교가능기업이 중국 외 지역에서도 선택되는 

경우, 같은 2020 사업연도 실적이라 하더라도 비교가능기업들이 속한 

지역별로 COVID-19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역 간 

COVID-19 영향이 상이하다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위험을 가진 특수관계인의 손실 

Limited risk distributor, contract manufacturer, toll manufacturer, 

contract R&D service provider 등 routine 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중국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들의 경제적 실질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일관되게 손실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COVID-19 가이드라인에서 ‘limited-risk’ 성격을 가진 기업들이 

COVID-19 기간 동안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며 중국 

과세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가격조정 

중국 내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지 않는 위험에 의하여 발생된 COVID-19 

관련 비경상적 비용의 경우, 특수관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보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COVID-19 특수로 인하여 중국 내 특수관계인의 이익 수준이 

평년대비 많이 높거나 과도한 경우, 해당 이익 역시 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국 과세당국 입장에서 현지 법인의 높은 이익 수준이 Location 

Specific Advantage 로 발생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가능성 

COVID-19 관련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중국 내 기업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국 기업으로만 비교대상기업이 선정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내 법인의 PLI 산정 시 COVID-19 으로 인한 비경상적 비용이 

조정되었다면, 반대 측면에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익도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국제조세 Update 

국제조세 최신 예규/판례 : 2019-심사-653, 2020-심사-648 (병합), 

2021.3.25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6년 호주법인과 미국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를 각국 조세조약 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제9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용역대가의 2%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이 사건 용역대가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과세처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은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것인지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2018.12.31 자 개정 취지 및 대법원 판례(2018.2.28. 선고 2015두2710판결)에 

따르면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은 제한세율 적용에 한하여 법인세법 상의 

소득구분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원천징수세율도 제한세율과 같이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이 사건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므로 국내 세법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 명백한 점, 미등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법인세법 상 

인적용역이지만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에서 조세회피 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1.1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개정 시 이를 인적용역소득에 포함시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한 점, 조세조약은 독자적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닌 일방체약국 세법에 의해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 바, 국내법상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약규정을 

참작하여 국내 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대가에는 법인세법 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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