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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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잠재적으로 이전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현황” 

Czech Republic: Economic challenges potentially affecting transfer 

pricing 

체코 소재 다국적 그룹 내 기업들은 그룹내 타 관계사들과 그룹 이전가격 

정책을 적용하여 다양한 거래를 합니다. 다국적 그룹 내 관계사간 거래 

가격은 총원가에 일정 마진(Markup)을 가산한 가격이나 시장 판매가격에 

일정 마진을 차감하여 책정하는 가격 등과 같은 단순화된 방식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2021년 말과 2022년초에 그룹 내 계약 관련되어 검토해야 될 중요한 

시장 내 특수상황이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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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하고 환매조건부채권 

금리(REPO 금리)가 2021년 8월 0.75%에서 2021년 12월 3.75%로 

인상되어 시장 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짐 

 인플레이션이 6%로 상승하였으며, 체코 국립 은행(Czech National 

Bank)에 따르면 2022년 1 월 인플레이션이 1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의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인상은 임금 인상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자동차 산업 관련 E-모빌리티 전환 및 “그린 딜” 대비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어 해당 업종 내 회사들은 향후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유로(euro) 대비 체코 코루나(crown)의 평가절상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체코 소재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체코 시장 내 가격 인상이 그룹 고객사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 여부 

 제 3자 고객과 가격 조정 여부 

 소급 적용 혹은 미래 적용 여부 

 현 이전가격 정책 상 충분한 현금흐름 확보 가능 여부  

 기능 및 위험을 고려하였을 때 궁극적으로 그룹 내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주체 등. 

이와 같이 조세 전문가들은 체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체코 과세당국은 2~3 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KPMG 보고서: M&A 상황에서의 이전가격; 가치 창출을 위한 위험과 

기회” 

KPMG report: Transfer pricing in a deals context; risks and 

opportunities for value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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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수합병(M&A)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펜트업(pent-up) 효과 1와 낮은 자금조달 비용은 활발한 M&A 활동에 

기여하였으며, 2021년 전 세계 M&A 시장 규모는 5조 8천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M&A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과거 및 미래의 잠재적 세무 

위험에 대비하거나 그에 적합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M&A 사후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은 M&A 검토 시 계약 체결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무 위험 

요소 및 계약 협상 시 활용가능성이 높은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금융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이 M&A 거래에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세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 

지난 10년간 국제 조세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그램은 실질에 기반한 

이전가격 규정 및 신고의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예정인 

BEPS 2.0은 글로벌 조세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며 

글로벌 조세는 이와 더불어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기후 변화와 더 넓은 의미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기술, 원격 

근무, 글로벌 무역 긴장 등 다양한 상업 및 지정학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사업 

모델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 수행 방식으로 인해 

이전가격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고위 경영진이 위치한 장소 등을 고려한 근무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원격 근무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BEPS는 주요 사업 위험이 통제되는 방법과 그 

장소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주요 의사 결정자가 위치한 장소를 

고려하였을 때 근무유연성의 변화는 이전가격 관리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합니다. 

여기에 기업에는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해지며, 세무 당국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증가하는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세수 확보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수요가 억제됐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발

생하는 것을 의미함 



이전가격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전가격은 기업 운영 모델의 핵심을 차지하므로, M&A 거래 중 

가치평가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A 거래에서 가치 창출의 기회 

M&A 거래 중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에게 협상 시 최대한의 협상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핵심은 Target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입니다. 기업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추정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잠재력과 가치를 

측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도자 또는 매수자 모두에게 가치 평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M&A 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수 및 합병이 현재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발생하며, 조세 및 이전가격에 대한 검토는 이와 같은 효과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목표 기업의 사업을 매수자의 

현재 사업과 통합하고, 무형 자산을 인수 전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여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예를 들어 사업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부서 또는 

기능의 중복 방지)을 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매수자와 

목표 기업의 이전가격 모델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A 거래 이후 중요한 사업의사결정 주체가 변경될 경우, 

이전가격 모델의 실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모델이 설정될 때 

중요하다고 예상되지 않았던 기업에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 이후 이전가격 분석을 통해 제안된 채무의 이자율이나 

금액이 달라질 경우, 투자자 모델 상 가정한 사후 자금조달 구조와 세액공제 

가능성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모형이 M&A를 통한 효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함에 따라 

이전가격 모델 또한 이에 맞춰 설정되어야 합니다. 거래가 합의되었을 때 

예상했던 이익과 실현되는 이익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흔히 발생하며, 다국적 

그룹 내 어떤 기업이 이익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BEPS 이후 세무 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영업, 재무, 법률, 운영 및 데이터팀은 복잡한 구분 및 통합에 필요한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팀들의 결정사항이 불필요한 세금(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세 및 근로 소득세 등) 유출을 완화하고, 기업의 전략 및 성장성에 

부합하도록 조세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M&A 거래 시 주요 고려사항 

이전가격은 모든 (기존 또는 신규) 사업 운영 모델의 핵심적인 고려 요소 중 

하나이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및 기타 효익을 포함한 가치 평가와 이러한 

효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목표 그룹이 보유한 사업 모델 및 이전가격 정책과 그룹의 전략 및 

인력 규모에 맞는 이전가격 정책 조정 가능성 

 이전가격 정책 관련 매수자의 기존 사업 및 잠재적 통합 적용 

가능성 

 핵심 IP(무형자산) 개발 주체, 해당 IP에 대한 수익 귀속 주체, 가치 

창출을 위한 기존 IP의 적용 가능성 

 목표 그룹 내 재무 통제 가능성, 매수자의 내부 재무 통제 방식 적용 

가능성, 이전가격 프로세스에 대한 문서화, 표준화 및 구현 가능성 

 중요하거나 복잡한 거래에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세 판결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내역 

 법인세 및 간접세 관점에서 이전가격 정책 검토, 국제 조세 시스템 

상 잠재적 변화(예, BEPS 2.0)로 인한 기존 가정의 변경 여부 

 그룹 실효 세율에 미치는 영향  

 ESG 협약에 대한 그룹의 이전가격 전략 

 모든 이해관계자(잠재적 투자자; 세무, 법률, 재무 및 영업 팀과 세무 

당국 등)의 전략 및 정보 전달을 위한 문서화 방법 

상기 고려사항은 복잡한 사안으로, 납세자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쪽에 

속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거래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거치며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여념이 없는 세무 

부서에서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과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초기에 이러한 사항을 공식화하고 우선 순위에 집중한다면 보다 관리하기 

쉬운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 측면에서 목표 그룹의 과거 채무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사전에 목표 그룹의 미래 운영 모델을 파악하고 M&A의 목적이 

매수자와 목표 그룹의 이전가격 모델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사 과정을 거치며 상당한 양의 정보가 

공유되며, 이는 업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결합되어 가치 창출 기회를 

극대화하고 100일 이상의 M&A 거래 사후 계획에 이전가격 모델을 

적용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각 측면에서도 매각 전에 이전가격 검토를 하는 것은 과거 

세무 위험을 개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분할된 그룹은 해당 

그룹의 정체성과 고유한 가치를 가질 것이며, 이는 매도자의 분할 이전 

사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 모델에까지 확장되므로 단순히 기존 

이전가격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 

전에 선택지를 파악하고 상세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세무적 관점에서 

더 효과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잠재 매수자로부터 더 높은 

프리미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KPMG 의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 시 이전가격을 포함하여 조세 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M&A 시 조세 및 이전가격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더 넓은 의미의 M&A 

프로세스를 통합시킴으로써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는 등 M&A의 

효율성 및 효익을 제고합니다. 

매도자의 경우, 매수자에 M&A를 통한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는 초기에 

거래 가능성을 파악하고 기회 및 위험을 식별하여, 적시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M&A 거래에 있어 이전가격은 일회성 고려사항이 아닌 미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사항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효율적인 

세금 납부의 핵심 고려사항이자 가치 창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전가격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이전가격은 보다 광범위한 전략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 M&A 거래 시 고려사항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2. OECD Update 

2022년 OECD 이전가격 지침서 개정판 발간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22 

https://www.oecd.org/tax/transfer-pricing/oecd-transfer-pricing-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and-tax-administrations-20769717.htm
https://www.oecd.org/tax/transfer-pricing/oecd-transfer-pricing-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and-tax-administrations-20769717.ht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이하 ‘OECD’)는 

2022 년 1 월 20 일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22(‘OECD 이전가격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OECD 이전가격 지침서는 다국적 기업 내 관계사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국제조세 지침서입니다. 2017 년 이후 5 년만에 개정된 OECD 이전가격 

지침서는 2017 년 지침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나 이익분할법, 가치를 

측정하기 힘든 무형자산 2(Hard-to-value intangibles) 및 금융거래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적절한 경우(거래 당사자들이 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에 기여하는 경우, 고도로 통합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및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등)에 대한 설명 및 이익분할법 적용 방법 등 

전반적인 이익분할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 

 과세당국이 가치를 측정하기 힘든 무형자산 분석을 수행할 시 

이중과세 방지 및 일관성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이전가격거래 분석 방법론의 금융거래에 대한 적용 및 자금관리 

기능(treasury function), 관계사간 대차거래(intra-group loans) 및 

cash pooling 등 금융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해당 사항들은 각각 개별 가이드라인(Revised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 BEPS Action 10, Guidance for 

Tax Administrat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Approach to Hard-to-Value 

Intangibles – BEPS Action 8 및 Transfer Pricing Guidance on Financial 

Transactions)에 기술되어 있으며 2022년 발표된 OECD 이전가격 지침서는 

2017년 발간 지침서 내용에 동 내용을 추가한 개정판입니다.  

 

UAE: 새로운 법인세 제도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UAE: New corporate income tax system, scheduled to be effective 1 June 
2023 

 
2 특수관계거래 당시 (i)신뢰할 만한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ii) 미래현금흐름 예측, 무형자산이전으로 발생되

는 기대수익 또는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사용된 가정들이 불확실하여, 이전당시 무형자산의 최종 성공 수준을 예

측하기 어려운 무형자산 또는 무형자산권리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2/02/tnf-uae-new-corporate-income-tax-system-scheduled-to-be-effective-1-june-2023.html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2/02/tnf-uae-new-corporate-income-tax-system-scheduled-to-be-effective-1-june-2023.html


2022년 1월 31일 UAE 재무부는 UAE에 새로운 법인소득세 제도가 시행될 

것이며, 2023 년 6 월 1 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UAE 가 새로운 국제표준, 즉, 지난해 G20 가 

승인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당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2023년 6월 1 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인 법인은 

2023년 6월 1일부터 법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4년 말이 될 예정입니다.  

 회계연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5년 중순 예정입니다.  

 

법인소득세의 범위 

법인소득세는 Emirates 영토 내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과 상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입니다.  

 천연자원추출 사업은 기존처럼 소재하는 Emirates 국가에서 

시행하는 세법 적용 

 상업적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은 수익창출 활동을 통한 개인 

소득(예: 급여, 투자 수익)은 제외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며, UAE 본토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유무역지역에 등록된 기업은 제외 

 

법인세율 

재무부에서 발표한 UAE 법인세 제도는 세 가지의 단계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연간 과세소득 AED 375,000(약 KRW 1억 2 천만) 미만에는 0% 세율 

적용 

 연간 과세소득 AED 375,000(약 KRW 1억 2천만) 초과분부터 9% 

세율 적용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 프레임워크의 

Pillar 2범위에 포함되는 다국적기업, 즉 AED 31억 5 천만(약 KRW 

1조 300억)을 초과하는 연결수익에는 OECD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OECD의 Pillar 2와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율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 규정 적용 

앞으로 OECD 이전가격 지침이 UAE 에 적용됩니다. 기업은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른 이전가격문서화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생기며 국제거래 

뿐만이 아닌 국내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간 판매 및 파이낸싱 거래는 UAE 그룹 법인간 일반적으로 

발생하지만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거래가 제거되므로 이러한 활동에 대한 

대가 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는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이전가격보고서가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가격 측면에서 UAE기업은 상당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업은 기존 계약을 검토하고 국제거래와 국내거래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2019중3249 (2021.12.30) 

쟁점비교대상회사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10.15. 설립되어 OOO지역에 소재한 국외특수관계 

해외생산법인으로부터 일부의 의류제품을 위탁방식으로 생산하고 제조된 

완성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조사청”이 세무조사(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생산법인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외소득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전가격 OOO원을 소득조정하는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5.13. 청구법인에게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No.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수행하면서 OOO 

비교대상회사로 OOO 소재 회사(이하 

“쟁점비교대상회사”라 한다) 17곳을 

선정하였다.  

적정감사의견을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정상가격 산출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되는 재무자료의 

신뢰성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과 직접 비교하여 과세조정하므로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 정상가격은 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과세의 직접적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그 산정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됨에 따라 

국조법에서도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구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여기서의 정상가격은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산정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선정되면서 재무적인 

지표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총원가가산이익률)’이 

사용될 경우 비교대상회사의 연도별 

손익계산서가 정상가격 산출의 근거자료로 

직접적으로 활용된다. 

만약, 정상가격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비교대상회사의 재무제표상 수치에 당해 

회사의 실제 사업활동의 결과가 가감 없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에 

누락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비교대상 선정을 위한 OECD 이전가격지침 

양적기준에 ‘회계감사’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회계 감사의견 

여부를 반드시 양적기준에 적용하지 않으면 

재무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OECD 이전가격지침, 국조법, OOO 

예규 및 판례 등 어디에도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 이전가격지침 

3.43에서는 잠재적인 비교대상을 선택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양적기준을 

예시하고 있는데 ‘회계감사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  

OECD 이전가격지침 문단 3.79에서도 

“외부비교대상 후보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 

출처(source of information)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용데이터베이스(data 

base)가 가장 보편적인 정보출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2017년 OECD에서 발간한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17(OECD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지침서 2017) 

문단 3.43에서 역시 비교대상회사의 

감사의견을 필수적인 양적 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비교가능한 모집단으로 추출된 

업체수가 충분히 많다면 ‘회계감사 기준’ 

조건의 감사의견이 ‘Unqualified(적정)’으로 

표시된 비교대상회사만을 선정함으로써 

신뢰성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회계감사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비교대상회사라고 하여 회계감사 결과가 

‘Qualified(부적정)’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바,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 내 소재한 

기업을 분석하는 국내 상업용 DB인 

‘OOO’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자료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체의 감사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경우 정상가격의 신뢰성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특히, 본 사안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재무지표가 되는 ‘총원가가산이익률’은 

비교대상회사의 손익 자료 중 일부 계정만을 

발췌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총원가가산이익률’은 회사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 영업비용, 영업이익 항목이 모두 

고려되는 재무지표인 바,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모든 계정과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만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대상회사 

재무제표, 특히 손익계산서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 

적정감사의견을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정상가격 산출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특히 

외국법인 재무제표의 경우 정보접근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 

방안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만을 정상가격 

산출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실무상 

널리 활용된다.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제3자로부터 그 신뢰성을 

인정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한편, 처분청 선정 비교대상회사의 

소재지국인 OOO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감사의견이 있는 바,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이외에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및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이 있다. 이는 

비교대상회사의 소재지국이 한국이 아닌 

OOO이라 하더라도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 한해서만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도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만을 사용하여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면 분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형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바,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질보다 양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OECD 이전가격지침 3.33).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비교가능회사의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분청이 ‘직전 3개년간 어느 한 해라도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를 

당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사용된 국외 

상업용 DB인 ‘OOO’의 경우에도 

감사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 역시 OOO의 법령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업체 수보다 

잠재적비교대상에 해당함에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일반 업체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하에 아래와 

같은 양적 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형태, 경제적 환경, 

수행기능, 제품의 유사성을 충족시키는 

가장 적합한 17개의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였다. 
 

OOO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정된 

2,184개의 업체 중 ① 지역, ② 매출액, ③ 

판관비 비율, ④ 평균손실, ⑤ 연구개발비 

비율, ⑥ 재고자산 비율 등의 양적 조건을 

통해 제외된 업체는 2,134개의 업체로 

감사의견 조건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선정된 업체는 50개이다. 50개의 업체 중 

해외상업용 DB(OOO)의 감사의견(Audit) 

결과값이 분석대상연도(4개년) 중1건이라도 

‘Qualified’(한정의견) 결과값이 

확인됨으로써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된 

것은 단 1개 업체로 제외될 확률은 2%에 

불과하다. 이런 확률을 본 세무조사에서 

최종 선정된 17개 비교대상회사에 

대입하면, ‘Qualified’ 결과값으로 인해 최종 

모수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0.34개로 1개 

회사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최종 선정된 17개의 업체 중 1개의 회사가 

‘Qualified’ 결과값이 나옴으로써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중위값에 위치한 비교대상업체가 제외되는 

경우의 그 영향을 살펴보겠다. 각 연도별로 

중위값이 각각 제외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잔존 값을 토대로 사분위 범위를 재설정하면 

아래와 같다. 사분위 중위값을 제외하는 

경우, 연도별 사분위 범위가 상승(2015, 

2016년) 혹은 하락(2014, 2017년)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이전가격 조정액의 

차이(OOO원)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의 방식처럼 감사의견이 

‘Qualified’로 확인된 업체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방법은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양적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설령 정상가격 



제외하는 양적기준을 추가한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9서291, 2021.2.3., 같은 뜻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정의견을 받지 아니한 OOO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로 포함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 

산정의 결과값에 1개의 업체가 잘못 

선정되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으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바, 

처분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2 OOO도 적정의견을 받지 아니한 회사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것을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판단하였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감사원법」 제33조 

제1항). 즉, OOO의 시정의견은 피감 기관의 

행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OOO은 2017년 8월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감사보고서를 발간하여 OOO의 

정상가격 산출 업무 관련 총 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시정의견을 OOO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OOO은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의 운용이 부적정하다고 하면서 그 

중 감사의견과 관련한 양적기준 적용 시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인 

기업 또는 ‘감사받지 않은’ 기업은 그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회사 선정 시 제외되어야 함에도 

비교대상회사에 포함한 OOO의 과세실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즉, OOO은 

‘감사의견’에 대한 양적기준 적용과 관련한 

OOO의 과세실태에 대하여 이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아 시정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OOO 감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마치 OOO의 권고사항이나 

시정의견과 동일하게 비교대상회사를 

검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OOO 감사보고서에 따른 

비교대상회사 선정방법으로 언급한 ‘통상 

사용되는 양적기준 명세’는 ‘국내 

상업용DB’를 사용하는 경우의 양적기준 

예시임을 알 수 있다. 즉, 양적기준 조건 중에 

‘국내 상업용DB’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상업용 DB’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추출조건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상업용 DB인 ‘OOO’의 경우 

‘감사의견’과 관련한 양적기준 적용시 

‘OOO’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기업을 제외할 수 있지만, 

‘OOO'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사의견과 관련한 양적기준을 사용하지 

않거나 감사의견이 ‘Qualified(한정)’로 

확인된 업체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추출하여 사용한다. 
 

즉, 해외 상업용 DB에는 각 국가별로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잠재적 

비교대상회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OOO의 시정의견과 관련하여 감사의견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상업용 

DB인 ‘OOO’를 사용하는 경우에 얻어지는 

결과값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외 상업용 

DB의감사의견(Audit)의 결과값은 

‘Unqualified’와 ‘Qualified’의 두가지로만 

나타나므로 OOO의 시정의견은 국내회사를 

분석하기 위한 ‘OOO’ DB를 사용한 

경우로서 감사의견 추출이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OOO의 시정의견 등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OECD 이전가격지침에서 실무상 

비교대상거래를 선택하기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양적기준에 ‘회계감사 

여부’가 열거되어있지 않음에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업체’는 

비교대상으로 선정될 수없다는 청구주장은 

국조법, 예규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비교대상회사의 재무정보를 사용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의 

물품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바, 

쟁점비교대상회사 가운데 2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의 회사들은 

2015∼2017사업연도 모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일부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앞에서 언급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15개 회사들 모두가 2015∼2017사업연도에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6개 회사는 2015∼2017사업연도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부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쟁점비교대상회사의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비교대상회사들 가운데 비록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가 일부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로서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들의 재무지표인 원가가산율과 유의미한 차이(괴리율)가 없다면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쟁점비교대상회사 가운데 

외부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들과 감사 받지 못한 회사들 간의 

원가가산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2015 사업연도는 OOO 의 총원가가산율(13.97%)과 중위값(8.76%)과의 

차이에 대해서 정상가격조정(OOO 원)을 하게 된 것이고, 이는 

총원가가산율(13.97%)과 상위 사분위값(13.10%)과의 일부 괴리에도 

2014 사업연도 대비 과도한 정상가격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적정의견을 받은 비교대상회사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감사내용(2017년 8월 정상가격 산출기준 

운용실태)을 살펴보면, 이전가격조사 과정에서 외부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들을 포함하는 것은 재무자료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정상가격은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OOO 현지의 회사들로 비교대상회사를 구성하고 OOO과 

청구법인 간의 물품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관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 유형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 

'21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무산

되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지속됨. 이에, 현행 법령의 납세자의 "고의 ∙ 중대한 

잘못"을 제외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유형 추가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

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행정심판 ∙ 소송 ∙ 관세조사 시 ‘경미한 과실 등’ 로 인

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유형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분야 내용 

공통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회계기준이 변경된 것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경우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견해 대립이 심한 경우 

감사 등에 따라 기존 세관장의 과세처분을 변경하여 과세한 경우 

과세

가격 

거래가격 배제사유(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상당한 지

식과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에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경우 

법정공제요소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통상의 주의로는 기대가 어려운 경우 

세관장이 선행 관세조사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과세 하였으나, 차기 관세조

사시 그 판단을 달리하여 과세한 경우 

세관장의 납세안내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나, 관세조사 결과 과세가격 산정방

법에 오류가 있어 과세한 경우 



품목

분류 

기존 유권해석 사례, 판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는 등 수입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품목분류의 유권해석 사례가 다양하고, 세관 내에서도 여러 품목분류 가능성이 

제시되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거래조건 또는 회계기준 변경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세조사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수입신고는 적정히 신고하였으나, 거래조건 

등을 착오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면서, 아래의 예시를 규정함. 

(예시1) 가격정책 변경내용을 회계시스템에 반영하면서 수치입력 착오로 일

시적으로 낮은 과세가격이 신고된 경우(변경 직후인 2개월은 신고오류가 발

생하였으나, 전후 18개월은 적정 신고함) 

(예시2) 해외 본사에서 가격정책을 변경하면서 적용시점에 대한 사실을 수입

자의 재무부서가 통관부서에 정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관세조사 대상기간이 

되는 20분기 중 2분기에 해당하는 일부 수입신고 건에 대해 신고오류가 발생

한 경우 

(예시3) 글로벌 차원에서 가격정책을 개편하면서, 제품 군별로 판매관리비 배

분기준을 변경하였으나, 적시에 회계시스템에 반영하지 못해 전체 품목 중 

10% 미만의 품목에 과거 통계가 반영된 결과 일부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사유는 관세법 제30조 3항에 규

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침에서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

을 미친 경우인지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

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

면서 아래의 내용을 예시로 규정함. 

(예시1)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 할인이 동종 업계의 상관행이며, 국내 주요경쟁사 역시 유사한 형태의 가

격신고방법을 택하고 있어, 해당 할인을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  

(예시2) 수입자가 국내에서 지불한 하자보증비용이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증 의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거래가격에서 할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수입자가 스스로 판매촉진을 위해 집행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에 어려

움이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심의요청 

기존에는 납세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부서에서 

자체 결정하였으나, 신설된 제19조에 따라 수입자는 관세조사 등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순서 내용 주관 

관세조사, 원산지조사, 건별심사 등 통지 

1 심의 요청 수입자(신청인) 

2 요청 접수 납세자보호담당관 

3 발생부서 의견조회 납세자보호담당관 

4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개최 납세자보호담당관 

5 납세자보호위원회 결과 통보 납세자보호담당관 

6 발급여부 관련조치 발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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