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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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Thailand: Extended deadlines for submitting country-by-country 

reports 

2021 년 12 월말 태국 국세청은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제출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 태국에 소재한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 UPE)와 

제출의무가 있는 대리 모회사(Surrogate Parent Entity, SPE)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2 개월 이내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해외 최종 

모회사의 태국 관련 기업에 대한 태국 국세청의 요청 시 60 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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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해당 보고 기간 동안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태국과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MCAA)이 없는 경우 

• 자동교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출기한 연장은 2021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KPMG 검토의견 

고시의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은 국제 표준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제출의무가 있는 회사(태국 최종 모회사)의 

다국적기업집단이 연결재무자료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적이 없는 경우 

총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직전 12 개월 회계기간에 280 억 THB)이 제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통해 태국 납세자뿐만 아니라 연결그룹 

내 전세계 납세자에 대한 많은 재무정보에 접근가능 합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와 그룹은 국가별보고서 제출 전 

국가별보고서를 통해 파악 가능한 세무 및 이전가격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및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1월 20일 ‘2022 다국적 기업 및 세무당

국을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세무 목적상 특수관계기업 간 

국제거래 평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나타내는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022년판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2017년판 변경 사항을 단일 출판

물로 통합합니다. 

⚫ 이익분할방법에 대한 개정안 보고서 

김상훈 전무 

(Tel: 02-2112-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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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2/01/tnf-oecd-transfer-pricing-guidelines.html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2/01/tnf-oecd-transfer-pricing-guidelines.html
mailto:skim32@kr.kpmg.com


⚫ 세무당국을 위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산출방법 지침에 

대한 보고서 

⚫ 금융거래 이전가격 과세지침 

⚫ 새로운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통합 버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나머

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관성 변경 

“KPMG 보고서: 이전가격 목적상 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암묵적 지원”  

KPMG report: Implicit guarantees in transfer pricing  

2020 년 2 월 OECD 가 금융거래에 관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발표한 이래로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들은 금융거래, 특히 보증거래와 

암묵적 지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암묵적 지원이 무엇인지와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암묵적 지원의 의의 

제 3 자로부터의 자금조달 조건은 차입인이 차입인 보다 큰 연결실체의 

일부(특수관계자)거나 다국적기업(MNE)에 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들 중 세무 전문가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특수관계자인 차입자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그 의무 

이행을 위해 연결실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암묵적 지원입니다. 그룹의 

암묵적 지원으로 인해 특수관계자의 개별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바, 금융비용(이자)이 감소하거나 차입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암묵적 지원 수준의 결정 

그룹의 암묵적 지원 수준은 연결실체 내 기업의 상대적 지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룹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은 그룹과의 연계가 

약하거나 그룹의 전체적인 전략에 있어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보다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룹의 존립에 필요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기업(예: 고위 

경영진과 전략적 리더십을 보유한 주요 운영 기업 또는 중요 IP 보유 기업)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룹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등급은 그룹의 등급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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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주요 기반 시설을 갖춘 전략적 기업(예: 항만 

시설)이 파산할 경우 그룹의 전체적인 전략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당한 그룹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도 

핵심 기업에 대한 지원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유통업 등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재무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그룹의 

제한된 지원만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신용등급은 변경되지 않거나 

개별 신용등급에 상대적으로 근접할 것입니다. 

납세자 고려 사항 

금융거래에 대한 OECD 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납세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룹 내 기업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암묵적 지원에 따른 상

향 조정되는 신용등급 수준에 대한 정의  

⚫ 암묵적 지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 보증 용역거래 

및 차입거래 목록 작성  

⚫ 회사의 정책에 따른 암묵적 지원의 영향 평가와 이전가격 산정 근

거 문서화 구비  

 

2. OECD Update 

“유럽연합, 규정 준수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해결책 강구” 

⚫ 유럽연합, 2022년 봄까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할 것을 목표 

⚫ 글로벌 최저한세 준수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Intra-bloc 

Information Sharing” 고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관련 고위급 관계자는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이 

2022년 봄까지 대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규칙에 합의하

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Direct Taxation 국장인 벤자민 엔젤(Benjamin Angel)은 2023년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과 함께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규칙에 대해 유

럽연합 국가들이 모두 동의하는데 시급함이 존재한다고 세미나에서 밝혔습

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이 만장일치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유럽연합 27개국 중 아직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

으나, 해당 국가들 중 한 국가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이 

도입에 따른 세수 확보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도

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주저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

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합의에 동의한 OECD 포괄적 합의체계(Inclusive Framework)

가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국가별 선택이지만 유럽

연합과 같은 단일시장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일관성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공통적인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처음으로 2022년 1월 18일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글

로벌 최저한세 시행규칙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규칙 수립 시 OECD에서 합의한 내용을 

최대한 인용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의 시행규칙은 국가간 국경을 초월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요건을 적용하고 개별 유럽연합 국가 내의 기업 또는 기업 

그룹에 적용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평등의 원칙(Principle of Equal 

Treatment)을 준수할 것입니다. 

벤자민 엔젤은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을 도입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 시행

규칙에 일부 변경 또는 조정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유

럽연합 내 자회사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다국적기업 전체 활동을 불필요하

게 모두 보고해야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규칙은 2021년 12월 22일에 발표된 모델 

규칙을 인용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시행규칙에 동의한 후 각 유럽연합 국

가에서 동의 된 시행규칙에 따라 자국 법률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연

합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규칙 동의와 관련하여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

다. 

유럽연합,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영향 불확실 

지난 가을 약 140개 국가가 매출이 가장 큰 다국적 기업의 매출 일부를 시

장소재국에 재배분하고(Pillar 1)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제정하는 것

(Pillar 2)에 합의했습니다.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소재국이 Pillar 2를 적용할 수 있

습니다.  

지난 1월 11일 화요일, 룩셈부르크 기업 연합이 주최한 행사에서 유럽연합 

Direct Taxation 국장 벤자민 엔젤(Benjamin Ange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

니다. 

향후 기업과 국가가 Pillar 2에 대비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하게 된다

면 명확히 어느 정도의 세금이 징수될 지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를 들어, 저세율 국가들은 최저한세율인 15%까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아일랜드처럼 최저한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인 회사(in-scope companies)에

만 15% 세율을 적용할 수 있거나, 15%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기업에게 

미달세액을 Top-up Tax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Pillar 1의 세수 영향에 대해 상세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각 적용 대상 회사(in-scope companies)의 자회사 소재

국 및 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재배분에 따른 세수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위해 비상장기업의 데이터는 확보할 수 없으므로 

Pillar 1 도입 예정 국가가 향후 세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Pillar 1의 도입은 새로운 책의 첫 장이며 오직 미래에만 그 효과

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Pillar 1에 따라 배분된 수입의 약 20%를 받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소재 기업이 유럽연합 밖의 기업과 거래하여 발생

한 수입의 몫은 유럽연합에 배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수 증감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2021서4649, 2021.11.23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표권의 대가인 로열티율을 쟁점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시장가치로 보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상표권은 상호와 같은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 주장 

- 상표권은 법률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사용료 수취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표권의 법적 소유권과는 별도로 상표권자가 

그룹 상표의 가치 상승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한 결과 그룹 상표 가치를 

상승시켰다는 점 (쟁점상표권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제적 

소유권자)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단순히 법률상 소유자라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 수취 권리가 당연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처분청 의견 

-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계열사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계열사에게 독점적으로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법률상 상표권의 소유자인 

이상 모든 사용자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심리 및 판단 

-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면서도 그 

사용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 등록한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계열사로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시사점: 법률적 소유권을 경제적 소유권보다 우선 

상표권의 실질적(경제적)소유를 부인하고, 법률적 소유권만을 기준으로 공동 

등록한 계열사별로 안분하여 공동 수취결정을 한 처분청 판단에 대한 납세자 

불복 기각 

 

4. 관세 

태평양동맹(PA) 등 중남미 5개국과 FTA 네트워크 확대 추진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및 한-에콰도르 SECA 협상 재개 논의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 년 1 월 26 일 오전 태평양동맹 및 

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공식협상 개시, 한-에콰도르 SECA** 협상재개 등 한국과의 경제 통상 현안 

및 신통상 이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12 년 칠레·콜롬비아·멕시코·페루 4 개국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중남미 5 개국 주요 경제 지표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한 중남미 5 개국(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USD 1.9 조, 인구 2.5 억명으로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향후 중산층이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에 해당합니다. 

특히, 태평양동맹(PA)은 개방주의와 親투자정책을 표방하는 지역경제 

공동체로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 

간 관세동맹)와 함께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블록으로 평가받은 세계 8 위 

경제블록에 해당합니다. 

국가 PA 회원국 여부 시장 특징 

멕시코 O 
- 미주 대륙 중심에 위치 

-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거점 국가 

칠레 O 
- 1 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중남미 최상위권 

콜롬비아 O 
- 전체 인구 중 68% 이상이 

소비인구 

페루 O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이고 

수입수요가 높은 시장 

에콰도르 X 

- 경제규모는 작으나 남미 3 위의 

석유부존국  

- 지하 자원이 풍부한 자원강국 

자료 출처: 외교부, KOTRA 

 

•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PA 4 개국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산업 및 기술 

강국인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의의를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통상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PA 가 조속한 공식 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6500107


이에 따라 PA 측은 제 16 차 정상회담 선언문에서 “2022 년 상반기 내 

대한민국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싱가포르가 PA 준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한 유일한 국가이며, PA 

준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 PA 內 4 개국과 FTA 를 채결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PA 준회원국 가입이 성사되면 멕시코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효과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맺은 기존 

FTA 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한-에콰도르 SECA 협상 재개 논의 

에콰도르 측 통상장관은 양국간 통상장관회담에서 에콰도르 라소(Lasso) 

신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2016 년 이후 중단된 ‘한-

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양국은 SECA 체결을 위하여 2016 년도에 5 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상품 

양허 격차 및 에콰도르의 과도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하여 5 차 협상(‘16 년 11 월)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측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 협상 당시 양국간 큰 

입장차로 협상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상호 호혜적이며 균형 잡힌 기준 

적용, 국제규범 준수 등을 전제로 향후 긴밀히 협상재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SECA 체결 이외에도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공통목표에 

대해서도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추진 

산업부는 중남미 5 개국과의 통상장관회담과는 별도로 멕시코와 양자 간 

통상차관회담(‘21 년 1 월 21 일)을 개최하였으며, 동 회담에서 ‘08 년 이후 

중단된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1 위 교역 상대국이며, 멕시코의 

높은 관세율과 양국 간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감안할 때 FTA 체결 시 우리 

업계의 수출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351&pageIndex=1&repCodeType=%EB%B6%80%EC%B2%98&repCode=&startDate=2021-02-03&endDate=2022-02-03&srchWord=PA&period=year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61&pageIndex=1&repCodeType=%EB%B6%80%EC%B2%98&repCode=&startDate=2021-02-03&endDate=2022-02-03&srchWord=%EA%B4%80%EC%84%B8&period=year


이러한 멕시코의 중요성에 따라 산업부는 ‘PA 준회원국 가입’ 및 ‘CPTPP 

가입’을 통한 멕시코와의 다자간 FTA 와는 별개로 양자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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