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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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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가격 

“헝가리: 기말 이전가격조정 시 고려사항” 

Hungary: Considerations for year-end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매년 기말 기준, 시장 상황에 따라 그룹의 이전가격정책과 실제 

특수관계법인이 실현한 이익률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전가격조정이 

필요합니다. 

헝가리 과세당국은 헝가리 소재 법인이 낮은 수준의 이익 또는 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사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에 따른 

이전가격조정으로 인해 헝가리 소재 법인의 과세표준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헝가리 소재 법인에 대해 이전가격조정을 수행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의 사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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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대유행: 헝가리 과세당국은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COVID-19 대유행을 단순 사유로 회사가 기록한 낮은 수준의 이익 

또는 손실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동 기간 동안 회사가 낮은 수준의 이익 또는 손실을 기록한 경우, 

납세자는 국외특수관계법인들 간 이루어진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기말 이전가격조정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상가격범위의 적정성: 기말 이전가격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의 조정 후 이익률은 헝가리 과세당국이 제시한 외부 

데이터베이스 검색 과정에 따라 최종 산정된 비교가능회사의 

정상가격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액 효과: 이전가격조정의 접근법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관세 또는 지방세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전가격 

조정 시 세액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KPMG 검토의견 

이전가격조정 시 사소한 형식적 오류로 인해 해당 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전가격조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규정 및 세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수행해야 합니다. 

 

“인수합병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위험과 기회” 

KPMG Report: Common transfer pricing risks and opportunities of 

M&A transactions 

2021년 기준 인수합병시장은 역대 호황기로, 인수합병거래 규모는 약 5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 도입된 이전가격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위험이 증대되었습니다. OECD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주의에 기반하여 이자비용 공제제한 등의 

새로운 이전가격 규정과 보고서 작성 요건들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각 과세당국은 해당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등 납세자의 국제 분쟁과 이의

제기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은 실질에 대해 각기 다

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분쟁

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이중과세 해소과정은 납세자

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반드시 목표로 

한 결과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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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0년 OECD는 이전가격 및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관점

에 보다 더 중심을 두어 주요 수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실무적인 적용을 위해 현재까지도 해석 중에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향후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조달거래와 관련하여 세무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율과 부채 규모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

건 하에 제3자와 거래가 성립될 수 있을지의 여부 또는 부채가 아닌 자본 

성격에 더 근접한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공제를 전

면 부인하거나 원천징수세 관련 세무 이슈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의무 도입으

로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전가격 문서

를 작성 혹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

다. 자료가 적시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거래에 대

한 적정성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의 모니터링과 세무조사 위험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거래와 관련한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일반적인 위험 

인수합병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재산의 법적소유권과 해당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DEMPE 등의 

주요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불일치 

• 적정 수준의 인력자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전가격 거래 구조 

• 청산 비용 또는 적정 이전가격정책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 구조조

정  

• 특수관계자 간 자금조달거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자율 또는 부

채 규모 

• 고정사업장에 대한 적정하지 않은 수준의 귀속소득 

•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관계인의 재무현황 

• CFO 또는 책임자의 이전가격 거래와 관련한 관리체계 부실  

• 특수관계거래 계약서와 그룹의 이전가격정책 간의 불일치  

• 이전가격 보고서 미구비 

따라서, 인수합병거래의 착수에 앞서 이전가격 전문가를 통해 이전가격 위

험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전가격 위험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

는 경우, 인수합병거래의 성사 시점에 높은 수준의 과세위험에 노출될 수 있

 

 

 
 

 



습니다. 회사의 실질적 기능, 즉 회사의 운영모델은 과세위험과 관련한 주

요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이전가격위험 해소에 있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

격정책이 해당 기업의 운영모델과 일치하는지에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합

니다. 

매도인의 경우, 원활한 매각에 있어 매도 자문사 선정 및 기업 실사가 중요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이전가격위험을 협상 시점 전에 파악하여 사전적으

로 해소하여야 합니다. 한편, 매수인의 경우 이러한 이전가격 위험들을 적

시에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어 과세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합병거래 성사 후 회사의 이전가격 리스크가 발생할 것을 고려

하여, 이전가격서비스 부문의 전문가와 협의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OECD Update 

“다국적기업 최저한세 적용에 대한 유럽연합 위원회의 신속한 대응과 지침 

발표” 

배경 

최저한세 15%는 Pillar 2, 과세권 할당은 Pillar 1에 해당합니다. 두 기준은 수

익성이 높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의 이익에 대한 과

세가 어떤 방법으로 국가 간에 공유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확립하고, 변화하

는 사업모델의 성격과 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의 

현 상황을 반영합니다. 

대응 및 지침 

EU가 OECD BEPS 2.0(Pillar 1, 2)을 가장 먼저 이행하겠다고 했던 선언에 따

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MNE의 글로벌 활

동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EU 내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둔 국내 및 해외 MNE에 적용되며, 유

효세율(effective tax rate, ‘ETR’) 15%가 EU 내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실무적

으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EU 회원

국 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ETR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ETR을 적용하지 않

을 경우, 모기업이 속해있는 EU 국가가 ‘Top-up Tax’를 적용할 수 있



습니다. 또는 모회사가 EU 외 저세율 국가에 위치해 있을 때도 지침

은 효과적인 과세를 보장합니다.  

2. 유형자산 가치와 급여비용의 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실질 사업

활동 지표인 유형자산 가치와 급여비용에 각각 8%와 10% 공제율

을 적용하고 매년 공제비율이 일정 수준 감소하여 10년 후에는 5%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 

3. MNE의 평균 매출액과 평균 이익이 일정 기준 미만인 관할지역의 추

가세액을 ‘0’으로 간주(de minimis profit exclusion)할 수 있습니다. 

의의 

EC의 ‘Economy that Works for People’부서 부위원장인 Valdis Dombrovskis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럽은 OECD 협약에 맞춰 신속하게 움직임으로써 공정한 법인세 글로벌 시

스템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OECD의 최저한세 과세에 대한 합

의를 EU의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 회피 및 탈루를 막는 동시에 국가 간 

세금에 대한 불건전한 경쟁(계속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을 막는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EC의 경제위원장인 Paolo Gentilon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MNE에 대한 ETR 15% 지침은 EU의 법과 완전히 대응될 수 있도록 할 것이

며, 최저한세를 통한 과세는 저세율로 인하여 세수가 적은 회원국에게 추가

적인 세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Pillar 

2로 인하여 세율이 낮은 제3국이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EU의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EU 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관심

을 보일 것이며 EU와 전 세계에 걸쳐 더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세제도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계획 

2022년에는 MNE들로 하여금 실효세율을 공표하도록 하고, 암호화폐 자산

을 다루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력이 포함된 지침을 

발표할 것입니다. 

2023년에는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조세와 관련된 장애물을 제거하며, 단일 시장에서 보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

을 조성하는 EU 내 법인세에 대한 새로운 지침인 <The “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BEFIT’)”>을 발표할 것입니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7028 

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1_7085 

 

OECD 필라2 최저한세 모델규정 발표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12월 20일 필라2 입법모델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모델에 부합하는 세부

규칙은 22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규칙은 실무적용에 있어 보다 상세

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필라2 주요 구성요소 

필라2는 특정 관할지역에서 유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을 경우, 

유효세율과 최저한세(15%) 차이분에 대해 타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

는 제도이며 필라2는 아래 3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득산입규칙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IIR은 모회사가 최저한

세에 미달되는 세액을 모회사 관할국에 보충 납부하는 규칙입니

다. 

• 비용공제부인규칙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UTPR), UTPR은 IIR

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에 대해 다른 구성기업 관할국으로 과

세권을 이전하여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방식으로 조정하는 규

칙입니다. 

• 원천지국과세규칙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은 독립조약규칙으로 

지급금에 대한 거주지국 명목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 경우, 원

천지국에 추가세액 과세권을 인정해주는 규칙입니다. 금번 발표된 

모델규정에서는 GloBE규칙(IIR, UTPR)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STTR에 대한 세부규정은 단독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작년 10월 발표된 블루프린트와의 주요 차이점 

• 적용대상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70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1_7085
https://www.sohu.com/a/510966251_120070887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

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필라2 적용대상입니다. 

• UTPR 배부방법 

20년 10월 발표된 블루프린트에서는 관계사간 직접거래 금액 기

준 및 순지급비용 기준에 기초하여 배부기준을 산정하였으나 금번 

발표된 모델에서는 직원 수 비중과 유형자산 비중에 각각 50% 가

중치를 두어 보충세액에 대한 배부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계산식: 1step: 직접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상한: 직접거

래금액), 2step: 순지급비용을 기준으로 배부(상한: 순지급비용) 

✓ 변경된 계산식: 50%* (해당 관할국 종업원수)/(모든 관할국 종업원

수)+50%* (해당관할국 유형자산)/(모든 관할국 유형자산) 

• UTPR 적용범위 

UTPR 최종 적용범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블루프

린트에서는 특관자 지급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여 

보충세액이 지급금액의 영향을 받았으나 새로 발표된 모델에서는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방법으로 세액을 조정하여 보충세액이 

지급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주요사항 

• 최저한세율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최저한세에 상응하는 유효세율을 적용하여 

보충세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현지 관할세무국에 보다 많은 과세권

을 유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유효세율 계산은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효세율은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과 회계상 이익을 토대로 일련

의 조정과정을 통해 계산됩니다. 기간차이와 과거사업연도 손실은 

이연법인세 특별조정을 통해 조정되나 실효세율 계산 목적 이연법

인세는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는 이연법인세 금액과 완전히 일치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과거 사업연도 실효세율에 대해 소

급계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UTPR 적용 면제기간 

해외진출 초기 단계 다국적기업은 UTPR적용 면제기간이 부여됩니

다. 면제 요건은 해외 보유 유형자산 가치가 5,000만 유로(약 670



억 원) 미만이며, 5개 이하 해외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

로벌기업으로 다국적기업이 GloBE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해로부터 

5년기간 동안 UTPR 적용이 면제됩니다.  

• 실질기반 적용제외 

GloBE 규칙이 기업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질 사업활동 지표인 유형자산 가치와 급여비용에 각각 8%

와 10% 공제율을 적용하고 매년 공제비율이 일정 수준 감소하여 

10년 후에는 5%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제조기업의 경

우, 실질기반 적용제외를 통해 보충세액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

며 유형자산 비중이 높은 제조업일 경우,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필라2 도입방법 

필라2 도입을 선택한 국가는 금번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는 IIR, 

UTPR규정을 국내법에 입법해야 하며 현행 국내세법규정과도 조율

하여야 합니다. 필라2는 공통접근방식으로 다자간 협의가 필요하

진 않으나 IF에서 지정한 IIR 입법시기인 2023년 1월까지 모든 국

가가 국내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향후 일정 

OECD는 22년 초 GloBE 입법 모델에 대한 세부규칙을 발표하고 미

국과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며 이후, GloBE규칙에 대한 관리, 이행, 조율 및 Safe 

harbor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STTR 가이드라인은 2022년에 발표될 예정이며 GloBE규칙 실시방

안 및 STTR규칙과 관련하여 2022년 2~3월에 공공협의 과정을 가

질 예정입니다.  

•  다국적기업의 대응 

필라2 기준에 부합하는 다국적기업은 모두 IIR납세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TPR 적용범위가 보다 광범위하여 

IIR이 적용되지 않는 조정세액에 UTPR이 보충적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Safe harbor 



Safe harbor 관련 규정은 2022년 말에 발표될 예정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다국적기업은 GloBE규칙에 대한 충분

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델 규정은 상당히 복잡한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효세율 계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관세 

HS 2022 개정 

1. 개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

은 국제무역의 증진 및 품목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WCO(국

제관세기구)에서 1988년 출범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약 180여개국이 가입된 범세계적인 협약입니다. 

HS협약에 따라 6단위의 품목번호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각 회원

국은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6단위보다 세분화된 품목번호를 적용하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는 HS협약의 6단위 품목번호를 세분화한 10단위의 HSK 

품목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HSK 품목분류를 통해 수

입되는 물품의 관세율 등이 결정되므로 HSK 품목번호의 파악이 중요합니

다. 

품목분류표에 대한 개정 주기는 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2년부터 5년의 개정주기가 정착되는 추세입니다 (2002년, 2007년, 2012

년, 2017년, 2022년 개정). 2022년 HS협약 부속서 품목분류표가 제7차 개정

되었고, 동 협약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관세청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적

용되는 HSK 품목번호의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2. 2022년 HS 품목분류표 개정의 개요 

 

 HS 제7차 개정 (’22.01.01) 

개정 개요 - 17부 수송기기 개정 

- 바젤협약 요청에 따라 산업폐기물(e-waste)의 

특게 

- 타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품목분류표 개정 

- 궐련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 

등장에 따른 개정 

- 군민양용(dual use) 물품과 관련한 개정 

- 신상품 및 국제통상 주요 거래 품목 반영 

  



주요 개정 품목 - 제8701호와 제8704호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위한 소호(6단위) 신설 

- 제8549호를 신설하여 전기, 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특게(전기전자조립품, 인쇄회로 보드 

또는 전기전자 제품 등의 폐기물) 

- 전자담배용 기화기 품목분호 신설(제8543.40호) 

- 제81류의 기타 비금속에서 특정 물품 특게, 

생물학적 안전캐비닛, 동결 건조기, 고속카메라와 

야간감시카메라 등 품목번호 신설 

- 제8541호 분류체계 개편 및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개념 도입 

품목번호 개수 변동 - (6단위 기준) 5,387개 → 5,609개 (222개 증가) 

금번 개정을 통해 HS2022는 HS2017 대비 총 6개의 호(4단위 품목번호)와 

222개의 소호(6단위 품목번호)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첨단기술제품과 환경관련 

물품 규정을 반영하며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HS2007 개정에 버금가는 

정도의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HS 품목번호는 수입관세율, 수출입요건,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 여부, FTA 

적용 등이 결정되는 기준이 되므로 수출입 화주와 그 대리인은 개정되는 

품목분류체계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HS2022는 기존에 운영되던 HS2017에 비해 추가된 품목번호가 많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품목분류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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