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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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 Status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proposals 

러시아: 국가별 보고서 및 이전가격보고서 관련 도입현황 

러시아 재무부(Russian Ministry of Finance)는 2016년 9월 발표된 

이전가격 보고서 규정과 관련한 법규 초안에 대해 새로운 항목 

등을 추가하여 재 공포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을 포함한 

금번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 보고서 

 전년도 연결 매출액 500억 RUB (8,500억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 제출 

 다국적기업의 차기 사업연도 말까지 제출 

 자회사에게도 국가별보고서 제출 규정 적용 

 만약 모회사가 해외에 소재할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여부

는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규정을 따름 

 만약 다국적기업 연결 재무제표의 금액이 러시아 통화가 

아닌 경우, RUB으로 환산하여야 함 (국가별보고서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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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연도의 전년도 연평균 환율을 사용). 

 러시아 소재 법인은 해당 모회사의 사업연도 말 이후 8개

월 내에 사전 신고(Notification) 의무가 있음(기존 안: 3개

월). 

 한 법인이 다른 러시아 소재법인을 대표하여 Notification 

제출이 가능함. 따라서, 다국적기업을 이루는 법인 중 하나

가 다른 법인을 대표하여 러시아 소재 법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Notification을 제출 할 수 있음.  

 만약 Notification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

보를 제공할 시 50,000 RUB (약 100만 원) 부과 (단, 2017년

-2019년에는 적용 예외). 또한 국가별 보고서를 기한 내 제

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시, 100,000 RUB (약 

200 만 원) 부과 (단, 2017년~2019년에는 적용 예외). 그러

나 오류 사항을 세무당국이 발견하기 전에 수정된 보고서

를 제출할 경우 벌금이 면제됨.  

 국가별 보고서에 명시된 정보는 IFRS 혹은 공식 회계기준

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를 기반하여 작성됨.  

통합기업보고서 

금번 초안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다 상세

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세무당국은 다국적기업 소속

인 러시아 소재 자회사에게 직접 통합기업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기존 안: 해외에 소재한 최종모회사에게

만 요구). 

또한, 만약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를 기재하여 제출할 시,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기존 안: 100,000 RUB (약 200만 원) 부과). 

개별기업보고서 

러시아에 소재한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충족될 시 개

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결매출액이 500억 RUB (8,500억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모회사가 러시아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모회사

가 소재한 국가의 기준 적용) 

 국외 특수관계거래가 있는 기업 



금번 초안에는 이전가격보고서가 개별기업보고서를 완전히 대체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기업보고서가 특정

거래를 대상으로 구비되는지(이전가격보고서의 형태) 혹은 법인

이 수행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작성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

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소재한 납세자는 현지 세무당국 요청 시(현지 이전가

격보고서 제출시기와 동일: 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한 사업연도 말 

후 6월 1일 이내 및 세무당국이 요청한 날 이후 30일 이내) 개

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

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 할 시,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기존 안: 100,000 RUB (약 200만 원) 부과). 

상기 항목들은 2017년 가을에 재검토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UK: Country-by-country reporting, notification to HM 

Revenue & Customs 

영국: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CbCR 

notification) 제출 

영국 내 거주법인(constituent entities)은 국가별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국가별 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출 의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영국 국세청(HMRC)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 자료의 신고 기한은 국가별 보고서의 작성 대상 사업연도 

말과 2017년 9월 1일 중 늦은 날입니다. 예를 들어, 작성 대상 

사업연도가 2016 년인 경우, 2017 년 9 월 1 일까지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 년 사업연도의 경우 

신고기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며,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HMRC 는 관련 제출 서식 및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ack to top  

India: Revised “safe harbour rules” focus on transfer pricing 

disputes 

인도: 이전가격 불복과 관련한 면책 조항(Safe habour rules)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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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세청은 증가하는 이전가격 조사와 조세 불복 지연 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면책 조항(safe habour rule)”을 개

정했습니다. 

해당 면책 조항은 2013년 9월 발표되었으나, 인도 납세자는 높

은 마진과 용역 분류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

여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과세당국은 

2017년 6월 7일 개정된 면책 조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위탁 용역과 관련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T용역의 면책비율의 경우, 기존 20~22%에서 17~18%로 감

소 

 지식 프로세스 아웃소싱(Knowledge Process Outsourcing) 

용역의 면책 비율은 기존 25%에서 운영비 대비 인건비 비

율에 따라 18%, 21% 또는 24%로 감소 

 위탁 연구개발용역 제공자에 대한 면책 비율은 기존 

29~30%에서 24%로 감소 

또한 금번 개정된 조항에는 저부가 가치 그룹 내 용역 수취에 

관한 면책 조항과 외화로 표시된 전도금(Loan advanced)에 대한 

면책 조항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Back to top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transactional profit splits 

고정사업장 이익 귀속과 거래이익분할법 

2017년 6월 22일, 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논의 초안에는 BEPS Action Plan 7(고정사업장의 인위적 회피 방

지)와 관련한 고정사업장의 이익귀속 방법과 BEPS Action Plan 

8~10(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와 관련한 이익분할법 수정

지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의 이익귀속과 관련한 추가적 지침 

BEPS Action Plan 7에 대한 보고서는 OECD의 모델조세조약 Article 7

이 고정사업장, 특히 비금융권의 고정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에 대한 추가적 지침 도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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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모델조세조약 Article 5의 개정과 관련하여, 모델조세조약 

Article 7상의 고정사업장의 이익귀속과 관련한 기존 규정 및 지침 사

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본 초안에서는 BEPS Action Plan 7 보고서에 설명된 고정

사업장의 이익귀속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OECD의 모델조세

조약 Article 5(5) 상의 고정사업장의 이익귀속 및 Article 5(4.1)의 고

정사업장 제외 혜택 방지 규정에 관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래이익분할법 수정 지침 

BEPS Action Plan 10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문단 내 

이전가격방법, 특히 거래이익분할방법(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존 OECD 이전가격지침 및 2016년 7월 논의 초안에서 수렴한 의

견들을 토대로 작성된 금번 논의 초안은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있으며, 관련 예시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새로이 공개된 논의 초안은 2016년 7월 공표된 논의 초안을 대체하

며, 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17년 9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

입니다. 

Back to top 

 

India: Tribunal rejects internal comparables, but looks to 

comparability factors  

인도: 내부적 비교가능거래 적용 시 높은 비교가능성 요구 

인도의 Ahmedabad 소득세 항소관련 재판소(The Ahmedabad Bench 

of the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는 특수관계자에게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비교대상거래 선정 시 지리적 시장위치, 가치사슬 

및 제품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내부 원가가산법(Internal Cost 

Plus Method, 특수관계자 매출에 대한 이익과 제3자 매출에 대한 

이익을 비교하는 방식)”은 정상가격 산정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로열티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로열티 

지급거래(해당 사건의 경우 모회사로 지급)에 대한 벤치마킹 시 

특수관계자간 거래(Intra-related Party)는 비교가능거래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Inductotherm(India) Pvt. v. DCIT) 

특수관계자로의 완제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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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미국기업의 자회사로 유도 용해 시스템(Induction Melting 

System)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회사가 생산하는 2,500개 가량의 

제품 중 165개의 완제품을 특수관계자로 판매하였으며 해당 거래의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을 

사용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165개 제품을 포함한 

31개의 제품은 제3자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에서 

특수관계자 매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47.06%이었으나, 제3자 매출 

시 이익은 194.43%에 달하였습니다.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제3자 매출로부터 발생한 194.43%의 이익률을 

토대로 내부 원가가산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정상가격을 

하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비록 납세자가 같은 제품을 제3자와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였지만 원가가산법은 지리적 시장위치, 

가치사슬 및 제품특성 차이가 존재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소는 처분청이 주장한 원가가산법 사용을 

부인하고, 납세자가 사용한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를 인정하였습니다. 

로열티 지급 

납세자는 모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며, 로열티율은 국내판매의 

5%, 수출판매의 8%로 책정되었습니다. 

납세자는 모든 국제 거래에 대해 로열티율을 일괄 적용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며, 정상가격 산정 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법인의 이익률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모든 

국제거래를 통합하여 일괄적인 로열티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소는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내판매와 

수출판매에 적용된 로열티 책정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판결들을 미루어 볼 때, 인도에서 이전가격 관련 소송 

시 과세당국은 내부 비교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재판소는 처분청이 제기한 원가가산법 

사용시 내부 비교대상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내부 비교대상 

사용 시 지리적 위치, 가치사슬 및 제품 특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열티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내판매와 수출판매의 로열티율 

차이를 인정하였으며 내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비교대상에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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