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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업전체의 분석수준에서 정상거래가격(the Arm’s Length Price) 기준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

았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으로서 비교가능 제3자가격, 재판매가격, 거래순이

익 등이 적용된 상황과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성과 구체성을 살리기 위해 실제 기업 사

례를 분석했다. 2개 기업사례는 우리 나라에서 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한 것이고, 다른 1개

사례는 해당 기업의 최종보고서상 상황을 인용했다. 업활동을 통해 판매되는 재화와 용역을 분석했으

며, 업 및 재무 자료는 경 자가 제공하는 것을 그 로 이용했다. 이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수행되지 않았다. 

비교가능 제3자가격이 적용된 사례는 사례기업과 비교 상기업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동일한 시장

에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이며, 재판매가격이 적용된 사례는 동일 기업내에서 모회사로부

터 매입한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독립적인 외부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

총이익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이다. 거래순이익이 적용된 사례는 다른 기준(비교가능 제3자가격, 재판매

가격 등)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황의 경우이다. 거래순이익의 가격수준지표로는 업자산이

익률이 사용되었다. 

이전가격 관련 법 시행의 초기단계인 우리 나라에서는 설정된 이전가격의 정상거래가격 기준의 충족

여부에 한 다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교 상기업의 탐색과 선정 절차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실제 기업을 상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검토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법

적용 주체인 조세당국이나 법원 또는 이전가격결정 주체인 기업 모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각 기준이 적용된 상황에 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기업 내부적인 이전가격결정

정책과 조직역사, 경쟁압력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사례연구의 단점인 일반화가 어렵

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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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동기와 목적

기업내의 부문간 또는 모기업과 자기업간 거래에 설정되는 이전가격은 경 성과와

세절약의 차원에서 경 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했다. 기업 활동 역 확

장에 따라 이전가격결정 문제는 드물지 않게 겪는 경 과제가 된 것이다. 경 성과의

측면에서는 거래원가와 기업경쟁전략의 관점에서 내부거래 및 이전가격결정을 다룰

수 있고[G.J. Colbert & B.H. Spicer, p. 424], 세절약의 측면에서는 국가경계를 넘는

업활동이 있을 때 각국 과세주체의 과세가능소득에 미치는 향과 관련해 이전가격

의 적정성 문제가 특히 중요해진다. 

일정 거래에 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등 시장의 거래원가가 증가하면 기업은 거래

의 위험과 정도(빈도와 규모)를 감안해 외부거래 신 수직결합과 같은 내부 체거래

를 선택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거래원가와 비효율

을 줄임으로써 경 성과의 향상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주체를 달리하는 지역

으로 업이 확장되면 이전가격결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조세당국에도 관심을 끄는

문제가 된다. 세부담의 극소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조세수입의 극 화를 추구하는 조

세당국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고 이의 해결은 양자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

갈등의 핵심은 판매부문(기업) 소재국과 매입부문(기업) 소재국간 과세소득의 크기

를 결정하는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있게 된다. 각 나라의 조세법규에서 이전가격

의 합리성 검토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전가격 설정방법은 크게 원가보상방법과 시장가격방법이 있으며, 원가보상방법

은 판매부분의 비효율이 매입부문에 전가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

는 시장가격방법이 선호되기도 한다.1) 이전가격의 이러한 내부적인 결정문제와 외부

적인 적정성 충족여부는 별개이며, 우리 나라는 1997년 1월 1일 시행된 국제조세조

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정상거래가격(the Arm’s Length Price)을 이전가격결정의 적정

성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전가격이 정상거래가격에 해당하면 별도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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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컨 , 판매부문이 기계정비불량으로 추가된 원가 1,000,000원을 내부거래에 반 하면, 합

리적인 이유없이 그만큼 이전가격이 높아진다. 



조사를 하지 않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따

라서, 설정된 이전가격이 정상거래가격 조건을 충족했는가의 여부는 효과적인 세수

확보를 도모하려는 세무당국이나 합리적인 업과 적절한 세부담을 추구하려는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은 거래부문(기업) 소재국의 과세이익 확보와

연결된 국제조세효과를 야기한다.2) 이 연구는 조세효과측면에서 이전가격의 적정성

검토 방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정상거래가격 기준이 적용될 수 있

는 상황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현실성과 구체성을 살리기 위해 실제

기업의 사례를 제시했다. 제시된 3개의 사례중 2개 사례는 우리 나라에서 업중인

다국적기업에 한 것으로서 지사장, 재무부장, 재무과장 등과의 면담, 전화통화 등

을 통해 직접 수집된 자료를 토 로 작성했고, 다른 1개 사례는 해당 기업에 관한 최

종보고서상의 상황을 인용한 것이다. 사례기업에서 판매하는 재화와 용역을 분석

상으로 했고, 업 및 재무 자료는 경 자가 제공하는 것을 그 로 이용했으며, 이 자

료들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수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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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세율 지역에서 고세율 지역으로의 거래에는 고이전가격이, 반 방향의 거래에는 저이전가

격이 기업에 유리하다. 저세율 지역의 고수익과 고세율 지역의 저수익의 결과로 인해 기업의

총법인세 부담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컨 , A부문을 보유하고 있는‘갑’기업이 법인세

혜택을 받는 B부문과 일본소재 C부문으로 구성된 공급업체‘을’을 양수했다고 하자. 이 때

B부문이 관련 부품을 외부에 판매하거나 A부문 등의 내부 사용을 위해 이전거래를 할 수도

있을 경우, B부문에서 제조된 원가 10만원의 부품이 C부문에 체되고 C부문에서 1만원의

원가가 추가되어 외부 또는 A부문에 총 20만원에 판매되면, 부문이익과 과세소득 9만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전가격이 18만원이면 일본의 과세소득은 2만원, 우리 나라의 과세소득

은 7만원인데, 우리 나라가 2만원에 한 일본 과세분을 무시하고 9만원 모두에 해 과세하

면 2만원의 소득은 2중과세 되며, 이로 인한 국내소득과 해외소득간의 과세불공평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는 A부문이 B, C부문에 제공하는 판매 및 관리 용역

에 한 수수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A부문이 부담한 원가에 비해 B, C부문으로부터 받

는 수수료가 낮을 경우 A부문의 이익 및 과세소득은 줄어들고 B, C부문의 이익 및 과세소득

은 늘어난다. A부문의 용역원가가 100,000원이고 B, C부문으로부터의 수수료가 각각 40,000
원일 때 A부문의 유효세율이 40%, B, C부문의 유효세율이 각각 35%, 30%라면‘갑’기업은

10,000(0.4-0.35) + 10,000(0.4-0.3)=1,500원의 세절약을 하게 된다. 



II. 정상거래가격기준의 선택과 적용

1. 관련법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전의 법인세법 제20조‘불공정 거래 및 계산의 부인’

규정은 증가하는 국제거래의 처리에 불충분하고 비효과적이었기 때문에 OECD 거래

국과 많은 마찰을 가져왔다. 국제거래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1995년 후반 제정되고

1997년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국내 세법에 우선 적용되며, 납세자는 이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외국관계회사와의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

고, 그 방법을 선택이유와 함께 조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와 외국관계회사간

에 설정된 이전가격이 정상거래가격을 반 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당국은 세무조사

및 조정의 권한을 가진다. 정상거래가격은 독립회사간의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되거

나 적용되어야 할 가격이다. 

2. 이전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

이전가격의 적정성은 일반적으로 다음 6가지 방법에 의해 검토된다. 

1) 비교가능 제3자가격(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기업의 유사제품 매출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이 방법은 비교

가능한 독립거래를 내부(내부시장가격)나 외부(외부시장가격)에서 찾아 이전거래의

성격을 평가한다. 이 방법의 신뢰성은 제품의 비교가능성에 크게 의존한다. 비교가능

한 거래가 확인될 수 있다면 가장 신뢰성있는 방법이다. 

2) 재판매가격(resale price method)

재판매가격방법은 독립적인 거래상 방에 팔리는 재화의 판매가격에서 적정 수준

의 이익을 차감해 이전거래에 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익수준은 독립거

래와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을 뜻하는 것이 보통이며, 비율로 표시된다. 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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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납세자와 가장 유사한 독립기업이 재판매에 의해 획득한 매출총이익을 토 로 이

전거래의 성격을 평가한다. 이 방법의 신뢰성은 기업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계약조

건 등의 분석기업간 유사성에 의해 결정된다.

3) 원가보상(cost plus method)

원가보상방법은 비교가능한 독립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이전거래

의 성격을 평가한다. 이 방법은 판매부문(기업)의 제조 및 기타 원가를 정상거래가격

검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재판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수행기능, 부담위험, 계약조건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제조 또는 조립의 복잡성, 공정공학, 판매 및 일반관리 비

용, 외환위험 등도 참고된다. 

4) 비교가능이익(comparable profits method)

이 방법은 납세자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납세자의 수익성을 비교해 이전거래

의 성격을 평가한다. 분석 상기업의 이전가격이 정상거래를 바탕으로 했다면 두 기

업의 수익성이 유사해질 것이라는 전제를 근거로 한다. 이 방법의 신뢰성은 사용자원

과 부담위험의 비교가능성에 의존한다. 자본이익률, 업이익률, 매출총이익의 업

비용에 한 비율 등으로 비교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이익분할(profit split method)

이 방법은 결합손익에 각 납세자가 기여한 부분의 상 가치를 참조해 이전거래의

성격을 평가한다. 기여분의 상 가치는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비교가능이익분할과 잔여이익분할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6) 거래순이익(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이 방법은 일정 이익률을 기초로 이전가격의 성격을 평가한다. 납세자와 유사한 거

래를 한 비교 상기업의 비교에 적용되는 이익률에는 업이익의 매출액에 한 비

율( 업이익률), 업이익의 업자산에 한 비율( 업자산이익률), 매출총이익의

(매출원가+일반관리비용)에 한 비율(베리비율), 기타 합리적인 이익률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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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적기준의 선택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정상거래가격기준의 충족 여부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고려되는 요건은 거래간의 비교가능

성, 자료의 이용가능성, 경제환경의 유사성 등이며, 수행기능, 부담위험, 재화나 용역

의 유형이나 특성, 시장경제여건과 시장상황변화 등을 감안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야 한다. 

3. 최적기준의 적용

이 연구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 재판매가격, 거래순이익 기준을 중심으로 그

적용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제시된 6가지 기준 중 비교가능이익방법과 거

래순이익방법은 비교 상기업의 탐색과정, 이익수준지표의 선택, 재무결과의 조정

등의 절차 적용에 유사점이 많다.

1) 비교가능 제3자가격의 적용 사례

(1) 사례기업의 현황3)

사례기업인 P기업의 모기업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며 세계적으로 지명도

가 높은 패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P기업은 모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이다. P

기업은 고품질의 다양한 남성용 및 여성용 가방, 신발, 악세서리, 의류 등을 취급한

다.

P기업은 판매와 유통, 재고자산의 보관, 가격결정, 광고 및 판매촉진, 신용조건의

설정과 현금회수, 계약 유지, 홍콩지사를 신한 면세점 업자문, 한국내 면세점용

상품주문, 면세점재고 조정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P기업은 면세점에 한 용역제공

의 가로 홍콩지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홍콩지사는 P기업을 통해 수입한 상품

을 면세점을 통해 P기업과 별도로 한국판매를 한다. P기업은 회계, 법률, 인적자원

조달 등과 같은 정규적인 관리기능도 수행하지만 상품에 관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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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의상 사례기업의 실명은 밝히지 아니한다.



하지 않는다. 

P기업은 판매활동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통업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한국내 면세점 판매를 하는 홍콩지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서비스제공업체로서의 역할도 한다. P기업은 상품의 경우 현금판매만 한다. P기업이

부담하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재고위험, 상품결함, 상품보증, 신용위험, 외환위험

등이나 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 

(2) 분석자료

이전가격의 적정성 평가에는 사례기업과 비교 상기업의 거래자료가 필요하다. 사

례기업의 거래자료로서 상품의 매입자료와 매출자료가 사용되었다. P기업은 모기업

외의 다른 기업으로부터는 상품을 매입하지 않으며, 모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수수료수입은 홍콩지사를 신한 면세점판매용 상

품주문 등 면세점에 제공한 서비스의 가이다.4)

비교가능 제3자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례기업과 유사성이 높은 비교 상기업

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P기업과 면세점만이 동일 수입상품을 취급하고,

면세점에서 취급되는 모든 유형의 상품이 P기업에서도 판매되며, P기업 제품유형의

75.58%가 면세점의 제품유형과 같다. 판매상품유형의 75.58%가 서로 공통적이고 판

매시장이 동일하며 기타 기능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면세점은 비교가능 제3자가

격이 적용될 수 있는 비교 상기업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P기업과 면

세점은 독립된 별개의 업주체이다. 

(3) 최적기준의 적용결과

비교가능 제3자가격을 적용한 것은 면세점이 P기업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동일

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집자료에 의하면 P기업과 면

세점의 판매상품 유형 중 2년평균 75.78%가 공통 항목이며, 면세점이 취급하지 않는

의류를 제외하고 가방, 신발, 악세사리만을 고려할 때 P기업의 총매입액중 가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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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기업은 상품판매업체로서의 기능과 함께 서비스제공업체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상품판매와

서비스제공의 두 거래는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하나, 이 사례에서는 상품판매에 한 것만 제

시한다. 분석방법 자체는 재화와 용역간에 차이가 없다.



발, 악세사리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년 평균 75%이었다. 면세점은 서울, 부산, 제

주에 위치한 8개 업체를 상으로 했다. 

P기업과 면세점간에 업환경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관련

상품유형의 매출량과 매출액을 고려한 가중평균 상품가격은 P기업의 가격을 기준으

로 19×2년 29.10%, 19×1년 28.86%의 차이를 보 다. 판매비용의 차이는 P기업을

기준으로 19×2년 26.15%, 19×1년 59.91%이었다.5) 19×2년에는 제품가격의 차

이가 판매비용의 차이보다 큰 반면 19×1년에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작았다. 2년

평균으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작았다.6)

P기업의 2년평균 가격차이가 판매비용차이보다 작은 원인은 19×1년에 업손실

이 크게 발생한 데 있다. P기업은 19×1년 6월부터 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고정

업비용 특히 광고비용이 매출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했다. 19×1년 광고비 매출액

비율은 16.37%인데 반해, 이 비율의 의류산업 평균치는 3.80%이었고, 모피산업의

평균치는 3.67%, 가방과 신발산업의 평균치는 2.14%이었다(KIS 자료를 이용해 산업

평균치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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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점에서는 별도의 판매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매장에 진열하고 팔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기업간 판매비용의 차이는 P기업에서 발생하는 판매비용 그 자체가 된

다. 분석에 쓰인 값은 판매비용 매출원가의 비율이다. 

6) P기업과 면세점의 상품가격과 판매비용을 비교한 것은 두 기업이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상

품을 판매하면서 가격만 서로 다르므로 이 비교로써 면세점에 한 P기업의 가격정당성을 평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P기업의 판매가격이 면세점보다 비싼데, 그 가격차이만큼 P기업

의 판매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P기업의 판매가격은 면세점의 가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

고 할 수 없어 이전가격은 정당화될 수 있다. 설정된 이전가격이 두 기업간에 비슷하거나 국

내의 세부담이 유사하다는 결론이 된다. P기업의 추가적인 판매비용만큼 이전가격 또는 판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P기업의 이전가격은 적정하다는 해석도 마찬가지의 의미이다. 이러한 결

론은 비교 상기업인 면세점의 국내 세부담이 적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표 1> 사례기업과 비교 상기업간 상품의 가중평균가격과 판매비용의 차이

19×2 19×1 평 균

상품가격차이(A) 29.10% 28.86% 28.98%
판매비용차이(B) 26.15% 59.91% 43.03%

A > B ?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P기업의 판매제품에 설정된 이전가격은 세무조사가 필요할 정도

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 재판매가격의 적용 사례

(1) 사례기업의 현황7)

D기업은 포도주와 주류를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도소매를 한다. 프랑스의 모기업

과 그 관계회사, D기업이 각각 지분의 72%와 10%, 18%를 보유하고 있다. D기업의

매출은 99%가 포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D기업은 포도주의 질과 수확량에 따라 적

절히 다른 상표의 제품으로 체함으로써 가격변동폭을 줄이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

다. D기업은 관계회사나 외부의 독립회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며, D기업의 원가는

제품원가, 운임, 수입관세, 창고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D기업은 판매, 재고보관, 광고프로그램 개발, 고객가격결정, 공급업자와의 관계유

지와 가격결정 및 조건의 협상, 판매부서 관리, 신용조건설정 및 채권회수결정, 고객

계약유지 등과 기타 일반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D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은 재고,

매출채권, 제품결함, 외환 등에 한 것으로서 정상수준이다. 

(2) 분석 자료

재판매가격방법은 기업내의 부문간 독립적인 거래나 납세자와 유사한 외부 독립기

업의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을 참고함으로써 분석 상인 당해 거래의 정상거래 여

부를 평가한다. 재판매자가 재판매 전 제품의 변경 등 제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가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재판매가격방법의 신뢰성은 수행기능, 부담위험, 계약조건 등의 유사성에 의존한

다. 반면, 이전된 제품간의 물리적인 유사성에 의존하는 정도는 낮다. 예컨 , 다양한

종류의 내구재를 취급하는 업체는 내구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교가능한 거래를 수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구재 취급업체는 정상거래가격 충족 여부에 한 기준기업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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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보고서상의 상황을 인용한 것이다. 편의상 기업 실명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때는 재고수준과 회전율, 계약조건, 판매 및 광고 프로그

램, 서비스, 시장규모와 수준, 외환위험 등도 고려된다. 또한 비교기준으로 쓰이는 매

출총이익 수치는 재판매자의 분석거래와 비교가능한 독립거래로부터 도출되어야 한

다. 거래간 유사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최적기준의 적용결과

D기업에 재판매가격을 적용한 것은 D기업내에서 모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판

매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독립적인 외부 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

총이익을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D기업은 관계기업과 독립기업으로부터 포도주 등의 주류를 수입해 미국 소재의 독

립적인도매업자에게 공급한다. <표 2>는 D기업이 동일 기간 동안 독립기업 매입분

으로부터 얻은 매출총이익과 관계기업 매입분으로부터 얻은 매출총이익을 비교함으

로써 얻은 분석결과에 한 것이다. 매출총이익은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비지출에 맞

추어 조정되었다. D기업이 독립기업 매입분으로부터 얻은 매출총이익률의 4분위 범

위를 보면 14.2%에서 31.56%이고 중앙값이 23.29%이고, 관계기업 매입분으로부터

얻은 매출총이익률은 18.53%이므로 4분위 범위내에 있다. 따라서 정상거래가격의 요

건을 충족한다.

3) 거래순이익의 적용 사례

(1) 사례기업의 현황8)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회사 C기업은 국내에 D기업, CC기업, T기업 등 3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홍콩기업의 한국지점도 운 했으나 그 후 3개의 자회사가 C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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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당거래와 비교 상거래의 매출총이익률 수치

하한 4분위값 중앙값 상항 4분위값 해당거래값 범위내?

14.20% 23.29% 31.56% 18.53% O

8) 편의상 사례기업의 실명은 밝히지 아니한다.



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C기업은 개인용컴퓨터, 노트북컴퓨

터, 워크스테이션,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판매하며, 제품제조나 용역제공은 하지

않고 수입제품만을 판매한다. 이 사례는 기업구조 변동중의 재무자료를 상으로 하

므로 D기업, CC기업, T기업 모두를 조사 상에 포함시켰다. 

D기업, CC기업, T기업 모두 리점과 주문판매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수입 제

품 및 용역을 매출한다. D기업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CC기업은 노트북과 개인용 컴

퓨터를, T기업은 연결망을 주로 취급한다. 세 기업은 시장위험, 매출채권위험, 외환

위험 등을 부담하는데 모두 정상수준이다. 

(2) 분석자료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료원인

KMCC(Korea Management Consulting & Credit Rating Corp. Line)와 KIS(Korea

Investors Service, Inc Line)를 이용해 비교 상회사를 탐색했다. 자료의 탐색에는 한

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ode)를 이용했다. 

자료의 탐색은 먼저 KMCC 자료원을 검색해 상회사를 찾은 후 KIS 자료원에 의

해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첫 단계로 KMCC를 통해 찾은 101개 기업 중 19×3년

의 총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D기업과 CC기업

의 경우, 이 기준에 따라 40개의 기업을 제외하고 KIS 자료원에서 중복되지 않는 46

개의 기업을 추가했으며, T기업의 경우, 61개의 기업을 제외하고 82개의 기업을 추

가했다. 다음 단계로 첫 단계에서 추출된 107개와 122개 기업중 사례기업과 현저하

게 다른 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지역시장이 다르거나, 정

상 업이 되고 있지 않거나(도산, 합병 등), 자료가 불충분한 기업들을 탈락시킨 결

과 D기업과 CC기업의 경우 63개 기업이 제외되었고 T기업의 경우 81개 기업이 제

외되었다. 셋째 단계로 사례기업 모두가 도매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총매출액중

도매매출의 비중이 95% 미만인 기업을 제외했다. 이 단계에서 D기업과 CC기업의

경우 27개 기업이 걸러졌고 T기업의 경우 29개 기업이 여과되었다. 끝으로 내부거

래의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을 솎아낸 결과 D기업과 CC기업의 경우 8개 기업이,

T기업의 경우 7개 기업이 탈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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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기준의 적용결과

비교가능이익은 유사한 환경하에 있는 독립기업간의 동일 또는 비슷한 제품의 판

매를 비교함으로써 정상거래가격 해당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D기업, CC기업,

T기업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를 찾기 어려워 비교가능이익은 이들 기업에 이

전가격평가의 최적방법으로 적용될 수 없었다. 재판매가격은 재화나 용역의 정상판

매가격에서 독립기업의 유사거래 매출총이익과 같은 적절한 마진을 고려해 이전가격

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매가격의 적용은 수행기능, 부담위험, 계약조건 등

이 유사한 거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원가보상도 마찬가지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 D기업, CC기업, T기업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이나

거래를 찾을 수 없어 재판매가격과 원가보상도 적용되지 않았다. 

거래순이익은 요구되는 비교가능성 정도가 거래접근법(비교가능이익, 재판매가격,

원가보상)보다 낮으므로 제품차이가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미치는 향도 상 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상의 이유로 거래순이익이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의 최적방법으로 선

택∙적용되었다.9)

거래순이익 방법은 사례기업이 정상거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익수준을 잘 나

타낼 수 있는 이익수준지표(PLI: Profit Level Indicators)를 사용한다. 이익수준지표는

투자 수익 및 위험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기업간 자본과 기능의 차이에 한 조정을

포함한다. 이 지표에는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만으로 계산되는 비율과, 손익계산서와

차 조표상의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비율의 두 가지가 있다. 많이 사용되는 비율의

예로는 전자에 속하는 업이익률( 업이익 순매출액의 비율), 베리비율(매출총

이익 업비용의 비율) 등과 후자에 속하는 업자산이익률( 업이익 업자

산의 비율)이 있다. 

기업간에 기능차이가 있을 때 업이익률은 업자산이익률보다 신뢰성이 저하된

다. 기능차이로 기업간 자산집중도에 차이가 나면 이익수준지표의 신뢰성이 향을

받기 때문이다. 베리비율도 업이익률과 같은 특성을 지니며 기능차이로 인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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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정된 비교 상회사의 취급 제품은 사례기업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수행기능은 서로 유사

성이 높다. 이전가격의 분석은 복수연도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례에서는 3년간

을 분석했다. 사례기업의 재무척도가 비교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재무비율의 3년평균 범위내

에 있으면 정상거래가격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된다.



마다 업비용에 한 자산수준이 다르면 신뢰성이 업자산이익률보다 떨어진다.

베리비율은 업이익률과 달리 매출원가와 업비용간 원가분류의 향을 받기도 한

다. 업자산은 총자산에서 자회사투자자산 등을 차감한 수치로 정의된다. 업자산

이익률은 기능차이의 향을 상 적으로 적게 받으므로 기능유사성의 요구 정도가

다른 비율보다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업자산이익률을 지표로 적용한

결과만을 제시했다. 

기능이나 계약조건상의 차이가 자산집중도의 차이를 유발했을 경우는 이에 따라

비교 상회사의 재무결과를 조정해야 한다. 국내 세무당국이 인정하고 있는 조정은

매출채권조정, 매입채무조정, 재고자산조정, 업자산조정 등이다. 

비교 상회사와 사례기업간에 매출채권액이 다르다는 것은 고객에 한 신용제공

에 차이가 난다는 뜻이며, 이 차이가 가격에 반 되어 매출액과 이익이 달라지고 재

무비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한 조정이 필요하다. 매출채권조정으로 비교

상회사의 순매출액과 업이익의 수치가 달라진다. 

비교 상회사와 사례기업간 매입채무가 다르다는 것은 공급업체로부터 신용을 제

공받았으며, 이의 가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매입채무조정으로 비교 상회사의 매출원가와 업이익의 수치가 변동된

다.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이 기업마다 다르다는 것은 고객에 제공하는 기능이나 공급업

체로부터 제공받는 기능이 상이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재고자

산조정은 비교 상회사의 판관비와 업이익의 수치에 향을 미친다. 

사례기업과 비교 상회사간 업자산이 상이하면 그만큼 매출이나 매출원가로부터

회수해야 할 이자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한 조정이 필요하다. 업

자산조정으로 판관비와 업이익의 수치가 달라진다.

거래순이익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전체 범위보다는 4분위범위가 정상

거래범위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4분위범위는 하한 4분위와 상한 4분위를 제

외한 중간 50%만이 고려 상이 된다. 특히 사례기업과 비교 상회사간에 발생한 중

요한 모든 차이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중간 50%만을 이용

하는 것이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한 4분위는 적어도 자료의 25%가 그 이하에

포함되는 포함되는 수준을, 상한 4분위는 적어도 자료의 75%가 그 이하에 포함되는

홍 승 범 765



수준을 뜻한다. 

<표 3>은 이익수준지표로서 업자산이익률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D기

업의 3년 평균 업자산이익률 5.9%는 비교 상회사의 하한 4분위 2.0%와 상한 4분

위 9.5%의 범위내에 있다. CC기업의 3년 평균 업자산이익률 9.9%는 비교 상회

사의 하한 4분위 -2.5%와 상한 4분위 1.2%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T기업

의 3년 평균 업자산이익률 -111.9%는 비교 상회사의 하한 4분위 41.7%와 상한 4

분위 50.4%의 범위를 밑돌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D기업의 경우 3년 평균 업자산이익률이 4분위범위내에 있으

므로 D기업과 외국 관계회사간의 거래가 정상거래가격의 표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CC기업의 3년 평균 업자산이익률은 4분위범위를 초과하므로 CC기업과 외

국 관계회사간의 거래는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상거래표준

을 충족한다. T기업의 3년 평균 업자산이익률은 4분위범위에 미달하므로 T기업

과 외국 관계회사간의 거래는 정상거래가격의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4. 한국현실에서의 의미

이전거래가 일어나는 기업 내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전가격결정방법과 이전가격

에 주어지는 비중은 이전거래에 특화된 자산의 정도, 이전거래의 전략적 중요성, 관

련 부문의 생산설비 특성, 책임중심점의 특성(원가중심점 또는 이익중심점), 판매부

문이 당면하는 환경, 분권화 정도 등의 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전체보다

는 이전거래부문의 시각에서, 경 성과 향상을 위해 이전거래에 특화된 자산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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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정된 업자산이익률에 의한 4분위 범위(D기업, CC기업, T기업: 단위 %) 

19×3년 19×2년 19×1년 3년 평균

D CC T D CC T D CC T D CC T

하한4분위값 3.2 -4.1 -5.5 1.4 -1.6 17.3 0.1 -3.8 104.8 2.0 -2.5 41.7
중앙값 5.7 0.2 -3.2 1.8 -0.2 18.0 4.2 -0.8 127.4 5.3 -0.4 48.7
상한4분위값 17.2 0.7 -1.7 4.7 1.2 22.1 6.7 1.9 128.2 9.5 1.2 50.4
사례기업값 6.0 0.3 -52.3 5.0 27.1 -545.1 6.8 2.9 -290.9 5.9 9.9 -111.9
범위내 ? 범위 범위 미달 초과 초과 미달 범위 초과 미달 범위 초과 미달



수익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도적인 조정을 하거나 이전가격결정과정에 시장가격 반

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기업거래가 국가경계를 넘어 확장되면 거래부문이 아닌 기업전체의 차원에서 이전

가격결정 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더 커진다. 과세소득의 배분과 관련해 거래국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내외적인 분쟁의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해당 조세당국과 다

국적기업은 불필요한 조세 마찰이나 법적 분쟁을 줄여 시간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다국적기업과 과세이익이 창출되는 나라의 조세당

국간 이전가격에 한 사전가격결정협의(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의 일환으로, 조세당국의 입장

에서는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본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절차는 당사자의 출석을 보장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절차의 권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

이전가격결정조세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다. 또한 이전가격

의 적정성 입증에 필요한 조사범위, 분석방법, 비교 상 거래와 기업의 확인방안, 최

적방법의 평가기준 등과 상 기업 및 거래의 범위, 상기간, 제출서류, 다국적기업

과 세무당국의 역할분담 등에 해 현실적이고 적절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외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이전가격 관련규정의 보완과 정비, 사전협의

와 조정 및 합의도출 절차 마련, 세무조사기준 수립, 신뢰성제고방법 확보, 조정에 따

른 국제적인 2중과세 문제 완화 등이 정책 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의 초기단계인 우리 나라에서 사전승인절차의 적용은 아직 미미하지만, 앞

으로 이전가격설정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시한 적정 이전가격의 기준

인 정상거래가격(the Arm’s Length Price)의 충족여부에 한 다툼은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이전가격의 적정성 입증방법에 있어서는 비교 상기업의 탐색과 선정 절

차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실제 기업을 상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검토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법 적용 주체인 조세당국이나 법원 또는 이전가격

결정 주체인 기업 모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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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조세효과 측면에서 이전가격결정을 살펴보았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

률에서 정한 주요 정상거래가격기준인 비교가능 제3자자격, 재판매가격, 거래순이익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과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전가격의 적정성 검토방법

을 고찰했으며, 현실성과 구체성을 살리기 위해 실제 기업 사례를 분석했다. 비교가

능 제3자가격이 적용된 사례는 사례기업과 비교 상기업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동

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이며, 재판매가격이 적용된 사례는

동일 기업내에서 모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독립적인

외부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총이익을 비교할 수 있는 경우이다.

거래순이익이 적용된 사례는 다른 기준(비교가능 제3자가격, 재판매가격 등)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황의 경우이다. 거래순이익의 가격수준지표로는 업자산

이익률이 사용되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국내의 여러 다른 다국적기업에서도 이전

가격의 적정성 입증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이는 우리 나라 조세당국

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비교가능회사와 입증

방법을 탐색해 이전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면, 조세당국의 입장

에서는 불필요한 마찰 없이 합리적인 조세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최 관심사일 것이

다. 그러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상호이해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일 것으로 판단한

다. 이전가격문제는 국가간의 과세이익배분으로 연결되므로 정형화된 문제해결방법

이 마련될 때까지는 마찰이나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거래가

격기준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공정한 과세수익을 실현하려는 조세당국, 소모

적인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기업 또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종결지으려는 사법당국에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각 기준이 적용된 상황에 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기업 내부

적인 이전가격결정정책과 조직역사, 경쟁압력 등의 다른 요소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사례연구의 단점인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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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ransfer Pricing

Seung-Bum Ho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national aspect of Korean tax law related to transfer pricing.

This study presented application examples of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resale

price method and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hrough actual enterprises to see the

situations that these methods can be used as the Arm’s Length Price criteria. 

Th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was used in the case that the comparable

enterprise which sold similar products in similar markets was found. The resale price method

was applied in the case that the gross margin earned on purchases from foreign affiliated

supplier and the gross margin earned on purchases from unaffiliated supplier within the

tested company.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was done in the case that more

credible methods such as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resale price method could

not used. The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used operating asset margin as an appropriate

profit level indicator which was adjusted for differences in certain asset ratios between the

comparable companies and the tested corporation. Tax authorities and law courts can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benchmark data of transfer pricing. 

This study has the limits in that subjective assesment of the situations of companies might

be performed and gener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is difficult.

Keyword: transfer pricing, the arm’s length pric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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