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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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to Allow Multinationals to Self-Assess for Preferential Rate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1, pg. 14) 

중국: 다국적기업의 특혜세율 적용에 대한 자체 심사규정 도입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성장을 장려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특혜세율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혜세율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세무전문가 및 로비 단체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Announcement 

23 (The 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guidance)을 통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준수(Compliance) 부담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4 월 

23 일 발표된 이러한 정책변화는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납세자 지위를 

증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잠재적으로 가산세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현지 세무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정부의 최근 발표를 다국적기업을 

위한 특혜세율을 둘러싼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만 

그 자체가 납세자를 향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 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이 특혜세율에 대한 판단사항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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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기업이 특혜세율을 통해 받은 

소득세 경감 혜택을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혜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기존 정부에서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각 기업들은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함 또는 실수는 추가적인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등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기업들이 일반 소득세율인 25% 대신 

특혜세율인 15%를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특혜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기업들에 규제준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한적 문서규정 

특혜세율에 대한 신청절차가 자체 평가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특혜세율 적용에 필요한 문서를 더 이상 과세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특정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공표한 조세정책에 근거하여 특혜세율의 적용 가능여부를 과세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중국 과세당국에 특혜세율 적용 

신청에 강제되는 양식을 제출하고, 이를 과세당국이 검토 후 특혜세율의 

적용 가부를 기업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들은 특혜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과세당국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Google India Tax Ruling May Trigger Litigation ‘Boom’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1, pg. 13) 

인도: 구글 인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송 붐 기폭제 될 수도 

5 월 11 일 인도 사법부는 구글 인도가 구글 아일랜드에 AdWords 

소프트웨어의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 판결은 지난 6 년간 진행되어 왔던 과세분쟁에 

있어 가장 최근 발표된 판결이며, 이로 인해 구글 인도는 2013-2014 

사업연도 귀속분 총 USD 38.4 백만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도 구글 뿐만 아니라 인도 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과세당국의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구글 인도가 지급한 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을 포함하는 이번 

판결은 인도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 판결은 인도 

조세심판원 및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거래의 

  



본질(substance)을 우선 파악한 뒤 법리를 해석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의 솔루션 필요성 부각 

인도의 한 조세전문가에 따르면, 인도 과세당국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방침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다국적기업의 디지털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OECD 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과세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다국적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OECD 의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BEPS)은 디지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과세분쟁과, 디지털 거래에서 창출된 가치분에 

대한 원천국 식별 및 그에 따른 국가별 이익 분배방법론에 대한 화두를 

담은 chapter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아직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인도 정부가 앞장서 독자적으로 

디지털 광고에 대한 과세를 목표로 특정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과세에 대한 추가적인 일방조치(unilateral action) 가능성 대두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조세저항은 대부분 인도와 같이 

자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과세권을 선점하려는 국가들에서 발생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2013-

2014 과세연도 귀속분에 관한 5 월 11 일 판결은 2006-2012 과세연도 

귀속분의 과거 유사 판례인 Bangalore ITAT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다만, 

인도 세무전문가들은 5 월 11 일 판결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기존 

판례와는 별도로 인도 구글 과세분쟁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을 통하여 

결론에 이르도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특수한 경우라고 바라보았습니다. 

5 월 11 일 발표된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 인도는 구글 아일랜드와 

두개의 별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이 존재하는 Adwords 

프로그램의 마케팅 및 배포 권한을 인도 내에서 허여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글 인도는 구글은 단지 광고 공간의 재판매업자이며 

광고대행사가 키워드를 선택하고 온라인 경매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6-07 및 2012-13 년 과세연도 귀속분 

과세처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론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사법부는 구글 인도가 지적재산권(IP)을 사용하기 위하여 라이선스를 

제공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구글 아일랜드에 지급하였으며, 이는 



인도-아일랜드 조세조약상에서도 해당 거래를 사용료 거래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도 세무전문가들은 OECD가 디지털 거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현 조세조약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소득원천국(Source Country)들은 자국 국내세법을 개정하거나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weden Plans New Tax Liability for Foreign Companies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1, pg. 9) 

스웨덴: 국외법인 납세의무 시행 예정 

5월 17일에 스웨덴 재무부(“Sweden’s Finance Ministry”)가 발행한 법 

개정안에 의하면, 비거주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예측대로 

발효되면, 스웨덴 소재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법인의 경우에도 고용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현지 세무전문가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회사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회사와 동일하게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스웨덴 외 다수의 국가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스웨덴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채용업체들과 단기 전문인력과 견습인력 및 

계절 근로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스웨덴은 “183일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사용인이 12개월 기간 

동안 스웨덴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사용자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면세 대상입니다. 동 규정은 스웨덴 회사가 근로 결과물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신규 법안에 의하면, 해당 

직원들은 근무하는 기간부터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신규 법안에 따라 관련 국외법인은 스웨덴 국세청 (Skatteverket)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원천징수세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PWC는 국세청이 사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국외법인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지 세무전문가는 스웨덴에서 적용되는 평균 지방소득세는 32%이지만, 

새로운 법안으로 인하여 단기 근로자가 현재 적용된 세율에 비해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근로자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안의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당국 등록 절차 및 월 



세무신고와 같은 실질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상의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적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웨덴의 입법 회의 

(Legislative Council)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의회에 제출됩니다.  

Four Countries Amend “Harmful” Tax Regimes: OECD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1, pg. 17) 

4개의 국가 OECD의 유해한 조세제도 개정 

칠레, 말레이시아, 터키와 우루과이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 대책을 위반하는 조세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였다고 

OECD는 밝혔습니다. OECD에 따르면, 칠레는 사업 플랫폼(business 

platform) 제도 운용을 2022년 1월 1일에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서서히 

줄이고, 말레이시아는 Labuan territory 제도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특혜조세제도(preferential regimes)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OECD가 개최한 Harmful Tax Practices (유해 조세제도) 포럼이 

조사한바, 터키의 기술개발지역은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에게만 

유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에서는 shared service center regime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OECD 포럼은 4개 과세권역의 조세 우대제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BEPS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OECD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OECD 포럼이 BEPS 

Action 5에 대한 최종보고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점검을 하였다고 5월 

17일에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Members of the 

Inclusive Framework로서 BEPS 프로젝트를 도입하였습니다. 

OECD는 2015년 10월에 발간된 BEPS Action 5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서 

특혜조세제도는 앞으로도 집중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과세당국들은 특혜조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 소득이전과 

하락하는 제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룩셈부르크, 싱가포르와 

슬로바키아에서 신설한 제도는 OECD의 지침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투명성, 정보공유, 링펜싱(ring fencing: 일정한 액수의 

돈을 특정 목적에만 쓰이도록 용도 지정조치를 하는 것)과 실질적 

활동(substantial activities)에 대한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OECD 포럼은 50개 이상 관할권의 175개의 제도를 제정 시점부터 

검토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 중 31개의 제도는 개정되었으며, 

81개는 입법상 변화가 필요하며 현재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0월에 발행한 BEPS Action 5 최종보고서는 관할권에서 중대한 



활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동 원칙은 핵심 수익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가 중대한 

활동을 수행함을 정의하는 기타 조세우대제도에서도 유효합니다. 한편, 

회원국들은 국가간 조세관련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정보 교환이 없을 

시 발생할 수 있는 BEPS 관련 이슈에 대항하여 자발적인 정보제공 

프레임워크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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