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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국제 인 경제활동이 있으면 이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조세조약은 이 과세

를 막기 해 기업이 국제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본수입국과 자본수

출국 간 어떻게 나  것인지, 즉 과세권의 배분을 결정한다. 고정사업장 제도는 

두 나라  어느 나라가 기업의 사업소득 과세에 한 우선 인 권리가 있는지

를 결정한다. 그 기업이 원천지국에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원천

지국에서 사업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사업장 제도는 원천지국 과세

권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사업소득을 과세하

지 못하므로 원천지국 과세권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비거주자는 고정사업장이 

없이 단기간이나 이동하는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 간 교역을 진하는 역할을 한다.

  고정사업장 제도는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타 으로 오랫동

안 큰 변화 없이 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원천

지국에서 사업소득을 과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못한다’는 이 제

도는 얼핏 단순하고 합리 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석상의 여러 문제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합리성에 해 지속 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은 고정사업장의 역사  변천과정과 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 되는 모

습을 살펴보면서, 행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의 합리 인 해석론을 도출

하고 고정사업장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망하 다.

  행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려면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해야 한다. 

구체 으로 특정 장소에 지리 으로 연결된 사업장소가 존재하고(지리  연결성 

요건), 어느 정도 계속되어 유지되어야 하며(항속성 요건), 그 장소를 원하면 언

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사용권 요건).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업장소에서 비 ·보조  활동을 넘어서는 사업활동이 수행되어

야 한다(사업활동 요건). 여러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소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비 , 보조  활동을 넘어

서는 기 이 무엇인지는 개념상 불명확성으로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를 낳고 

있고, 국가별로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기 을 용함으로써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의 립과 긴장 계가 확인된다. 자상거래에서 고정사업장의 

인정기 에 해 여러 논의들이 있었으나, 서버가 존재하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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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웹사이트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고정된 사업장소의 존

재에 따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존의 개념이 그 로 유지되었다.

  비거주자 자신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고정사업장이 인정

되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게 된다. 종속 리인을 고정사업장으로 의제하는 

경우, 자회사(subsidiary)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 용역 제공시 고정

사업장 인정(Service PE)이 그 표 인 이다. 종속 리인이 인정되려면 계약체

결권과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불안정한 개념으로서 해석상의 여

러 립이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체결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원천지국 과세

권을 확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BEPS Action 7 최종 보고서에서는 엄 한 계약

체결권이 없더라도 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자회사를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과세

하 고, 일부 국가에서는 조세회피목 을 한 거래구조에서는 계열사 활동에 

해서는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는 등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확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사례와 해석론을 통해 확인되는 고정사업장 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립

은 3가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고정사업장은 지 과는  다른 

경제 환경에서 등장한 개념이라는 이다. 고정사업장 개념이 도입될 당시에는 

노동력, 기계, 장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고, 고정된 사업장소 없이 원천지국에

서 활동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기업이 원천지국에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다는 것

은 그 국가에서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그 국가와의 실질  

연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업활동

을 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사업구조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심이 이동하고 

있다.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  배경 하에서 도입된 고정사업장 

제도가 재에도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고정사업장 제도의 역사를 볼 때 재의 고정사업장 제도는 기본 으로 

거주지국에 유리한 제도라는 을 들 수 있다. 재의 고정사업장 제도는 OEEC

의 논의를 거쳐 1963년 OECD 모델조세조약을 통해 완성되었고, 그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1963년 OECD 모델은 일부 선진국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거주

지국에 유리한 제도 다. 과거 국제연맹 단계에서도 자본수입국에게 유리한 멕시

코 모델이 채택되지 못하는 등 기본 으로 자본수출국에게 유리한 제도 는데, 

행 고정사업장 규정은 국제연맹 단계에서의 조세조약과 비교하더라도 비 , 

보조  활동은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사업활동에서 제외하고 있고, 계약체결권

이 있어야 종속 리인을 인정하는 등 거주지국에 유리하다. 그 결과 원천지국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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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엄 한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요한 활동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

을 인정하거나 자회사를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과세권을 확보하려

는 등 행 규정상 고정사업장을 해석을 통해 최 한 넓히려고 노력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법문언을 엄격하게 용하여 해석하는 반  주장과 충돌하 다.

  셋째는 고정사업장 제도가 사업소득 배분의 합리 인 기 이 될 수 있는지, 즉 

제도 자체에 한 의문이 있다. 고정사업장 제도는 움직이는 사업은 과세권을 거

주지국에, 고정된 사업은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배분하면서 사업의 규모, 소득의 

크기, 그 국가의 기반시설을 이용한 정도, 그 국가에서 얻는 소득이 자신의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등을 묻지 않는다. 그 결과 아무리 큰 사업시설을 가지

고 있더라도 특정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 사업장소를 두지 않고 

큰 소득을 얻는 경우, 자신의 사업활동을 다른 회사를 통해 수행하면서 은 용

역 가만 지 하는 경우, 어느 국가에서만 사업활동을 하고 그것이 기업의 유일

한 소득인 경우 모두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원천지국으로서

는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쉽지 않음을 물론이다.

  그 다면 고정사업장 제도는 오늘날 과세권 배분의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고 시  합성을 상실하여 근본 인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원천지국 과

세권을 확 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최근 고정사업장을 확  인정하는 

BEPS의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고정된 사업장소를 근간으로 하는 고정사

업장 제도가 근본 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자상거래 등 새로운 사업

형태가 등장하자 고정사업장 제도를 수정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자는 논

의와 시도가 있었고, 이는 고정사업장 제도에 한 한 도 이었지만 고정사

업장 제도는 실질 인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조약 도입이 실패한 , OECD모델조약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고, 고정사

업장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의 도입이나 해석이 채택되지 않은 , 이해 계가 다

른 많은 국가들 간에 합의 도출이 어려운  등에 비추어 고정사업장 제도가 근

본 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특히, 순소득을 과세하기 해서는 납세

력비용과 세무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 고정사업장 제도는 순소득 과세를 해서

는 사업이 그 만한 덩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순소득 과세를 한 안  과

세 제도를 찾기가 어렵다. 

  와 같이 고정사업장 제도는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실 세계에서 원천지국

과 거주지국의 타 으로서 사업소득 과세권을 배분하는 확고한 기 이고, 안

인 제도를 찾거나 고정사업장 제도의 근본 인 변화를 기 하기 어렵다. 따라

서 행 제도를 합리 이고 모순 없이 해석하고 고정사업장 제도가 유지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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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사업소득 과세권 배분의 합리  기 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 요 어: 고정사업장, 종속 리인, 서비스 고정사업장, 조세조약, 자상거래

학    번: 2008-3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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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편 연구의 필요성: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제도의 요성 

  고정사업장(固定事業場, Permanent Establishment)1)은 조세조약에서 가장 요한 

문제  하나이다. 사실상 의 모든 조세조약에서 비거주자의 사업활동에 

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보하는 도구이자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과세권 배분

의 기 으로서 고정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고,2) 우리나라가 재까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의 인정기 으로 고정사업장

을 규정하고 있다. 고정사업장 개념은 본질 으로 두 나라  어느 나라가 기업

의 사업소득 과세에 한 우선 인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기업의 거주지국

이 일반 으로 기업의 사업소득에 한 우선 인 과세권을 갖지만 그 기업이 원

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원천지국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해서는 우선 인 과세권을 갖게 된다. 원천지국 입장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다

면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는 그 국가에 진출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는 매우 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비거주자의 사업활동에 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기 해서 논리 필연 으로 고

정된 사업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의 고정사업장 제도는 이해 계

가 다른 국가들 간의 타 , 즉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과세권의 충돌과 타 에 

의해 역사 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고정사업장은 과세권 배분의 기 으로서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자본수출국들의 이해 계가 반 되어 모델 

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조세조약에 규정된 후 보편화 되었다. 재는 고정사업장 

1) “Permanent Establishment”라는 용어의 문리  의미는 항구  시설이며 그 요건이 고정

된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이다. 일본에서는 항구  시설(恒久的 施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일본 국세청은 恒久的 施設은 일반 으로 PE로 약칭된다고 하

면서 “국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 항구  시설이 있으면 비거

주자는 종합과세 되지만 恒久的 施設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https://www.nta.go.jp/taxanswer/gensen/2881.htm), 우리는 오래 부터 “고

정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1979. 10. 2. 발표된 한미 조세조약에서도 “고

정사업장”으로 번역하고 있다(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8항).  

2)  세계의 모든 조세조약을 다 볼 수는 없었지만, 1963년 OECD 모델조세 조약 안이 

발표 된 이후 조세조약  안데스 모델을 제외하고는 고정사업장 조항이 없는 조세조

약을 보지 못했고, 그런 조약이 있다고 언 한 문언 역시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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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합리 인지, 변화된 경제 환경에 부합하는지에 한 여러 의문에도 불구

하고 조세조약상 가장 요한 원칙으로서 고정사업장을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실 세계에서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정사업장 과세의 합리성을 생각해 보면, 조세정책 으로는 고정된 사업장소

가 존재하여야만 그 국가와 실질 인 연결성(substantial connection)을 인정할 만큼 

사업을 극 으로 수행하여 그 국가에 과세권을  정도에 이르 다고 볼 수 

있다는 이고, 조세행정 으로는 비거주자에 한 과세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

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라야 과세권의 원활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로벌화 되고 정보 통신 기술이 발 함에 따라 

고정사업장 제도가 국제 인 거래에서 효율 인 과세 시스템인지 의문이 제기되

고 있고, 근본 으로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는 사업활동이 있어야만 원천지국

에 과세권을 부여함으로써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한 

비 이 존재한다. 

  특히,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 배분의 기 이 되는 고정사업장 과세 제도는 국

가 간 이동이 쉽지 않았던 20세기 에 정립된 개념으로서, 이 제도가 재의 변

화된 경제상황에서도 히 기능하고 있는지,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 지속 인 

의문과 비 이 제기되고 있다. 고정사업장 제도에 한 끊임없는 비 과 도  속

에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제도가 도입될 당시  상하지 못한 변화된 

환경에 응하여 사업소득 배분이라는 기능을 히 수행할 수 있는지, 이해

계를 달리하는 여러 국가 간에 고정사업장에 한 안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정사업장 제도의 모습을 이해하고 망하기 해서는 과거 

고정사업장 제도가 정립되고 시 에 따라 변화해온 역사 인 과정, 재의 고정

사업장 제도가 운 되는 모습, 특히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 

재의 상황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이 유연화 되고 확 되는 경향성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의 목 은 역사 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이 도입되고 유지된 것이 

어떠한 배경인지, 연 으로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립 과정에

서 고정사업장의 각 요건들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재의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은 어떤 모습이고 각국에서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재의 고정사업장 규정에서 여러 요건을 앞뒤 모순 없이 어떻게 체계정합 으

로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본 후, 이를 기 로 고정사업장 제도가 향후 어떻게 변

화될지 망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재의 고정사업장 제도를 평가하고 합

리 으로 운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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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고정사업장 개념의 근본 문제

1.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 배분의 기

고정사업장의 근본문제는 ‘이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국제 인 소득에 한 세

수를 어떻게 배분하여 이 과세를 방지하는가’이고, 보다 구체 으로는 자국에 

투자한 비거주자에 한 과세의 범 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 과세는 어느 국

가의 거주자가 다른 국가에서 소득이 있고,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그 소득을 과

세할 권한이 있을 때 발생한다. 국제조세 규범의 기본 인 제는 거주지국과 원

천지국의 경합하는 과세권을 해결하여 양 국가가 자신의 과세권한을 모두 행사

할 때 발생하는 이 과세의 문제를 막기 한 것이다. 국제 인 경제활동에서 비

거주자는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국내의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다. 비거주자

의 거주지국에서 그 거주자의 세계소득에 하여 과세하고, 원천지국에서 역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 이 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과세를 방지하

기 해서는  수익에 한 과세권을 어느 국가가 갖는지가 문제된다. 일반 으

로 얘기하면 ‘어느 국가에서 사업소득을 과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

선 속 인 원천지국 과세 는 속 인 거주지국 과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론  타당성을 차치하고 이러한 과세는 실세계에서 가능하지 않다. 모든 국

가에서 자본수입과 자본수출의 비 이 동일하지 않는 이상 원천지국(자본수입국) 

는 거주지국(자본수출국)의 완 한 과세권의 포기가 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간에서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의 타 을 찾아야 한다. 

  이론  기 은 사업활동에 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정도로 원천지국과 실질

 연결성(substantial connection)이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인데, 실질  연 성을 어

떻게 단할지는 여러 기 을 생각해볼 수 있다. 를 들어 ① 소득의 크기에 따

라 단하는 방법(큰 돈을 벌수록 그 국가와 연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② 납

세자가 그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간에 따라 단하는 방법(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

면서 사업활동을 한다면 연결성 크다), ③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지 여부에 따

라 단하는 방법(사업장을 열고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면 그 국가의 기반시

설을 이용하므로 연결성이 크다), ④ 요한 사업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하는 방법(생산, 매 등 수익 창출에 직 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한다면 연

결성이 크다)을 생각할 수 있다. 재 조세조약은 이 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기   ‘물리 으로 그 국가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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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하 고, 이것이 고정사업장 제도이다.  

  소득의 크기 보다는 물리 으로 그 국가에 깊숙이 들어갔는지라는 에서 

본다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활동  투자 단계는 ① 단순한 수출 

단계, ② 연락사무소 설치, ③ 보 , 인도시설 등 비 ·보조 인 성격의 활동장

소의 설치, ④ 지 , 공장 등 고정사업장 설치, ⑤ 자회사 설치의 단계로 차 그 

수 이 높아지는데, 어느 선에서 원천지국 과세가 정당화 할 정도로 그 국가와 

실질 인 연 성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를 생각할 

수 있다. 

  ① 인  물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가령, 제조회사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만들고 직원을 고용하여 생산, 매하는 경우로 통  형태의 지 의 

형태이다.  

  ② 인  시설만 존재하는 경우로 가령, 상품 매 회사가 사업장은 없지만 직

원들을 보내어 마 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  형태의 종속 리인), 

비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매하는 경우(고정된 사업

장소가 없는 사업활동), 컨설  회사가 사업장은 없지만 직원들이 고객 회사의 

사무실에 상주하며 회사 운  반에 해 컨설  해 주는 경우(서비스 제공자가 

고객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지리 측량 회사가 직원들을 보내어 측량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호텔에 머무르기는 하지만 상주하지는 않는 경우(고정된 장소 없

이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③ 인  시설은 없고 물  시설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직원 없이 자동 매기나 

자동화된 설비를 구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④ 아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가령, 외국 로펌이 의견서를 이메

일로 보내는 등 서비스 창출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나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 그 

효용을 얻는 경우, 국내에 아무런 인  물  시설이 없는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매하고 배송업체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 고객이 직  외국으로 화하

여 주문한 후 국제운송을 통해 배송을 받는 경우 등이다. 

   사례에서 ①에서 ④로 갈수록 원천지국과의 연결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

는데 어느 선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할지는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사이

에 타 의 결과이고 재의 제도는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으면 실질  연 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소득에 한 과세는 비용에 한 공제를 요구하므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려면 그 사업소득에 한 비용

을 산정하여 소득에서 공제한 후 과세표 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해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고, 물 , 인  시설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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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한 규모의 징표로 보는 것이다.

  결국, 재의 고정사업장 제도는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 배분의 여러 기  

에 물리 으로 그 국가에 얼마나 깊숙이 여하여 실질  연결성이 있는지를 택

하 고, 그 구체 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권을 결정하고 있다.

2. 국가 간 세수분배  이해상충

  OECD 모델조약과 UN 모델조약이 고정사업장에 한 표 인 규정을 제시하

고 있고, 부분의 조세조약이 이를 채택하고 있지만 조세조약상의 용어는 국가

별 경제  이해 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국가 간에 경제  이해 계가 

상충하는 반면, 국제 인 조세법원 는 국제 인 조세 재 기구의 부재로 인하

여 각 국가별로 다양한 견해를 조율하거나 통일 인 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

울 수밖에 없다. 특히, 원천지국은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더라도 자국의 과세권을 

확보하고 싶어 하고 조약을 해석할 때에도 가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 할 것이다. 그 결과 각 국가의 정책은 고정사업장 개념을 약

화시킬 수 있다.  

  를 들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조세조약에 고정사업장 정의에 한 범

한 외를 두거나 자본이나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 을 최소

화하는 조항을 선호할 것이고, 반 로 개발도상국은 원천지국 과세를 확 하여 

정부재정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원천지국 과세를 여서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고 하는 필요성도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에 하여 국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해 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정사업장과 련된 이

론 , 실무  충돌은 선진국 주로 구성된 OECD 회원 국가와 다른 국가들이 

련된 상황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3)  

  자본수출국의 입장과 자본수입국의 입장은 OECD 모델4)5)과 UN 모델6)의 비교

3) Anton Joseph, Permanent Establishment Moves to Centre Stage: OECD and Other 

Developments, Derivatives & Financial Instruments July/August (2008), 157면.

4) OECD의 소득  자본에 한 이 과세방지를 한 모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이하 “OECD 모델조약”이라 하고, OECD 모델조약에 한 주석

(Commentaries on the Article of the Model Tax Convention)은 “OECD 주석”이라 한다. 

5) OECD 모델조약은 OECD 재정 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에 의하여 1963년 

안이 발표되어 1977년 최 로 모델조약으로 채택되었다. OECD,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Report of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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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반 으로 OECD 모델조약은 주로 자본수출국인 OECD 

회원국의 입장을 반 하고 있는 반면, UN이 채택한 모델조약은 주로 자본수입국

인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 하고 있다.7) 를 들어 ① OECD 모델조약은 건설 

고정사업장 인정에 12개월을 요구하는 반면,8) UN 모델조약은 6개월만으로 고정

사업장을 인정하고,9) ② OECD 모델조약은 인  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을 인정

하는 서비스 고정사업장(Service PE)에 반 하며 이를 주석에서 언 하고 있는 반

면, UN 모델조약은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다.10) 한, ③ OECD 모델조약에서는 

종속 리인 인정을 해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반면,11) UN 모델조약에서는 계

약체결권이 없더라도 리인이 기업을 하여 재화 는 상품을 유지하면서 정

기 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종속 리인으로 인정하고 있다.12)

제2편 연구의 범

  본 논문의 연구 상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요건, 그리고 고정사

업장 제도의 망이다. 고정사업장 제도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고정된 사업장

소가 존재하면 원천지국에서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임

과 동시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

재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소득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과세권의 

한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원천지국 과세권의 근거이자 한계라는 

고정사업장의 기능으로 인해 그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

지국 과세권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역사 으로 살펴보더라도 행 고정사업장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의 과세권 립의 타 과 충의 결과이다. 따라서 고정사

업장 제도의 기능과 요건을 히 분석하기 해서는 먼  고정사업장의 역사

를 통해 각 시  환경이 고정사업장 요건에 어떻게 반 되었는지,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의 립을 통한 타 과 충을 통한 고정사업장 요건은 어떻

(1977) 9-10면.

6) 국제연합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 과세방지를 한 모델조약(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이하 

“UN 모델조약”이라 하고, UN 모델조약에 한 주석은 “UN 모델조약 주석”이라 한다. 

7) 그래서 그 명칭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UN 모델조약”이다.

8)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3항

9) UN 모델조약 제5조 제3항 (a)

10) UN 모델조약 제5조 제3항 (b)

11) OECD 모델조약 제5조

12) UN 모델조약 제5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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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하 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기 로 재의 고정사업장의 인정

요건이 무엇인지, 그 요건에서 과세권의 립과 타 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를 검토하면서 행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에 한 최 한 합리

이고 수용가능한 해석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약마다 고정사업장 조항이 세부

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 으로 리 채택되고 있는 OECD 모델조약 제5조가 

분석의 심이고, UN 모델조약도 아울러 검토한다.  모델조약들의 해석의 지

침이 되는 주석 역시 요하게 다 짐은 물론이고,13) 아울러 각국의 주요 사례들

을 살펴 으로써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충의 산물인 재의 

고정사업장 요건을 모순 없이 해석하기 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 심은 고정

사업장 인정을 한 ‘고정된 사업장소’ 요건이지만, 사업장소가 없더라도 고정사

업장이 인정되어 원천지국이 사업소득에 하여 과세하는 것이 범 하게 허용

된다면 물리 으로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을 큰 의미가 없어

지므로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리인 고정사업장

과 같은 고정사업장 의제 규정들(이른바 간주 고정사업장, deemed PE) 역시 본 

논문에서 요한 논의 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정사업장 제도의 역사  배경, 시 상황의 변화에 따른 고정사업장 

요건의 변화  해석론, 재 요건에 한 모델 조세조약의 주석  각국의 해석

을 분석하고 이를 기 로 고정사업장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 변화될 것인지

를 분석한다. 나아가 고정사업장 요건을 완화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해야 

하는지, 반 로 고정사업장을 축소하는 것이 조세정책상 바람직한지에 한 논의

를 살펴보고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과정에서 고정사업장 요건에 한 근

본 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인지에 한 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정사업장 제

도가 근본 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면 재의 고정사업장 제도가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을 합리 으로 배분하는 본연의 기능을 히 수행하기 해서 

행 제도와 해석에서 개선될 부분들을 살펴본다.

  고정사업장에 한 다른 요한 주제들 가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의 

13) OECD 모델조약의 주석의 법  효력과 련하여 우리 법원은 “OECD 모델조약의 주

석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인 구속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와 

벨기에 등을 비롯한 OECD 회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한 국

제 으로 권 를 인정받는 기 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련한 OECD 

회원 국가 간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여(서울고등

법원 2010.2.12. 선고 2009  8016 결) 법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조약의 해석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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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법, 고정사업장에 한 차별 지 원칙 등은 본 논문의 연구 범 를 벗어

나므로 필요한 범  내에서만 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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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정사업장의 기능  역사

제1편 실 세계에서 고정사업장의 기능

1. 비거주자 사업소득에 한 과세 근거  한계 규정

가. 국내법상 사업소득 과세를 한 요건

  사업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소가 없다면 임 소득 등 국내원천소득에 하여 원

천징수 되나, 국내에 사업장소가 있다면 자회사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소

득을 기 으로 과세된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10%나 20%이지만,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에 불과하다.14) 사업소

득에 한 원천징수세율이 훨씬 낮은 것은 사업소득은 순소득의 액에 큰 편차

가 있어 총소득 기  과세가 순소득 과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과세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15) 이런 을 고려하면 양 국가가 조세조약으로 원

천징수세를 서로 낮추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에 해서는 아  원천지국 세 을 

없애는 편이 정답이 되므로 고정사업장을 기 으로 사업소득 과세여부를 단하

는 것이다.16)

  우리의 법인세법과 같이 다수의 국가는 국내법상으로도 고정사업장 개념을 사

용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은 미국 내의 사업(engaged in 

trade or business)에 과세함으로써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여 과

세권을 확 하고 있다. 일반 으로 미국에서 외국회사는 미국 내 사업에 련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에 하여 소득세를 부담한

다.17) 외국회사의 활동이 상당하고(considerable), 지속 이고(continuous), 규칙 일 

때(regular) 일반 으로 미국 내 거래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18) 

미국 내 거래나 사업이 존재하기 한 요건은 일정한 경우에는 고정사업장보다

도 완화되어 쉽게 인정될 수 있다.19) 가령, Amodio 사건에서 미국 조세법원은 미

14)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15)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 사, 2015, 295면.

16) Ibid.

17) 미국세법 871(a)(1), 881(a)(1)

18) J.C. Lewenhaupt, 20TC151, 162, Dec 19, 60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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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거래나 사업이 존재한다고 단하면서도 미국과 스 스 간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은 인정하지 않았다.20)

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

   (1)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보: 사업소득에 한 과세기  

  고정사업장은 사업소득 과세를 한 최소 요건 기 (threshold requirement)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서 버는 모든 소득에 고정사업장 기 이 용되는 것

은 아니다. 가령, 선박  항공 운송에 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배제되고,21) 연

인이나 운동선수의 소득은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더라도 원천지국에서 과세되

며,22) 부동산은 부동산이 치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다.23) 와 같이 사업소득 

과세에 한 일 된 기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수를 합리

으로 분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정사업장은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확보하는 요한 수단이다. 세수 상실을 

막고자 거주지국에서는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FC 규정)를 두는 방

법 등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고, 원천지국에서는 고정사업장 제도를 활용하

여 사업소득에 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오늘날 원천지국

에서는 더욱더 고정사업장의 용을 검토하고 있다.24)

  (2) 납세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 보장  과세행정의 부담 경감

  비거주자는 어느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상 그 국가에서 얻는 사업소득

에 해서 세 부담 없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 사업장을 열지 않고 그 국

가의 기반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역외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 

19) Sandra P. Mcgill and Lowell D. Yoder, From Storefronts to Servers to Service Providers: 

Stretching the Permanent Establishment Definition to Accommodate New Business Models, 

Taxes/2003.3., 144면. 

20) Inez de Amodio.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34 TC 894

21) OECD 모델조약 제8조

22) OECD 모델조약 제17조

23) OECD 모델조약 제6조

24) Raffaele Russo & Renata Fontana,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hillip Morris case, A Decade of Case Law, Essays in honour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Leiden Adv LLM in International Tax Law, IBFD, 114-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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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될 우려가 없으므로 국가 간 교역을 늘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비거주자는 자

신의 거주국가에서 세계소득에 하여 과세될 가능성이 크지만, 거주자가 세

율 국가 는 조세피난처에 있다면 특히 의미가 있다. 납세자에게 고정사업장은 

사업소득이 비과세되는 한계선이므로 납세자의 에서는 언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알아야 그 안에서 활동할 것이므로 고정사업장 요건의 명확성이 매

우 요하다.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모든 비거주자에 하여 순소득을 악하여 과세하

는 것은 실 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활동을 하

여 그 국가와 실질 으로 충분한 연 성 있는 사업에 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정사업장은 그 기 을 제시하므로 조세 행정 으로도 제도의 합리성

이 인정된다. 실 인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의 소득을 순소

득 기 으로 과세하려면 그 게 과세할 만한 덩치가 되어야 하고 고정사업장이 

그 기 이 되는 것이다.25)  

다. 고정사업장과 련된 다른 조항들

  OECD 모델조약상 고정사업장과 련된 다른 조항들로는 ① 고정사업장과 

련된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OECD 모델조약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② 고정사업장 자산에서 얻은 양도소득(OECD 모델조약 제13조) 

등이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은 만약 고정사업장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조항으로 돌아가서 사업소득에 한 제7조를 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고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이 고정사

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고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은 

용되지 않으며 거주지국 과세 상인 양도차익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으로서 과세된다.26) 차별 지조항(non discrimination)27)에서도 비거주자의 고정사

업장에 한 과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거주자에 한 과세보다 불리하여서

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5) 이창희, “고정사업장의 과세”, 『조세법연구』 13-2호, (2007년 9월), 18면.

26) 실제 외국펀드에 귀속되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해 펀드가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과세된 사례로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2.8. 선고 2010

구합36824 결, 서울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 8792 결).

27) OECD 모델조약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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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제도와의 계

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규정이 용된다.28)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

세조약이 국내세법에 특별법의 지 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규정

이 법인세에 우선하여 용됨은 물론이다.    

  구체 인 범 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91조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한 법인세의 과세표 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이지

만(이월결손  등은 차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표 은 제93조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부 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

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소를 시 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용역을 제공

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등 OECD 모델조약의 시보다는 그 범 가 다소 넓다.29) 

따라서 국내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법에 우선 용되는 조세

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한국 과세 상에서 제외될 수 있

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28)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부 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 후, 제2항

에서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

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구체  장소들의 를 들고 있다. 

29) 1. 지 , 사무소 는 업소

2. 상 , 그 밖의 고정된 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는 창고

4. 6개월을 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장 는 이와 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총 6개월을 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총 6개월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 ·반복 으로 수행되는 장소

6. 산·채석장 는 해 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 한 

해 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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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규정하면서 사업장

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하여 거래의 부 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

고 정하고 있고,30)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

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여,31)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으로도 사업장이 인정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지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요

한 문제를 야기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거래에 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지 않고 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세액 체( 련 비용을 공

제하기 의 매출액)에 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 계산서 미발 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다.32) 우리 법원에서 고정사업장이 문제된 표 인 

사례인 블룸버그 사건도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 용역에 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과세한 사

례이다.33) 

  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 받은 경

우에는 리납부의무가 있으므로,34) 용역을 공 받은 국내법인 입장에서도 거래

상 방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지가 요한 쟁 이 된다. 

  우리의 조세실무상 고정사업장이 요하게 부각되는 이유  하나는 고정사업

장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 인정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는 원칙 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에 한하는 반면,35)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체에 해 과세되고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 계산서를 발

받지 않음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 막 한 액의 과세 험에 노

출된다. 고정사업장 개념이 불안정하고 각 국가 법원의 해석이 재각각인 을 생

각하면 과세 청에 의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 뒤늦게라도 세 계산서 발

행을 허용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2항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32) 조세범처벌법은 세 계산서를 발 해야할 자가 발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는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의 벌 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조세범처벌법 제10

조 제1항 제1호).

33) 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결(블룸버그 사건)

34)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35) OECD 모델조약 제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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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거주자 인정을 한 실질  리장소

  

   고정사업장의 표 인 형태의 하나는 리장소를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

우이고, OECD 모델조약 등 부분의 조세조약은 리장소를 고정사업장에 포함

함을 명시하고 있다.36) 그런데 어느 기업이 양 국가에 리장소가 있어 조세조약

상 거주지국을 단해야 하고 한 국가에서 실질 인 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있어 그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37) 다른 국가에 있는 리장

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런 에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단기

인 실질  리장소38)와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리장소는 다른 개념이다.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리장소의 표 인 는 지역 내에서 법무, 회계, 생

산계획, 마 을 지원하는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이고, 실질 인 리장소는 

더 나아가 법인의 경 략, 기본 정책, 핵심 인 소득처분 활동 등 회사의 근본

인 의사 결정을 하고 리하는 장소를 말한다.39)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리

장소는 실질  리장소보다는 덜 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다. 

제2편 고정사업장 제도의 역사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은 이 과세를 방지하기 한 것으로 거의 최 의 조

세조약에서부터 도입되었다. 1928년 국제연맹은 이 과세를 방지하는 모델 조세

조약의 안을 발표하 는데 고정사업장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재 OECD 

모델조약, UN 모델조약에까지 이어졌다. 재 한국이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 

고정사업장 규정이 있으며,  세계의 부분의 조세조약에 고정사업장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고정사업장 제도가 확고하게 유지된 것

36)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2항

37)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 참조.

38)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 이나 주사무소 는 사업의 

실질  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9)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 의 하나인 ‘실질  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

행에 필요한 요한 리  상업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한 리  상업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 인 경 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리·처분, 핵심 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실질  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는 그에 상당

하는 의사결정기 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 자  다른 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  리자의 일상  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 으로 기록·보 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구체  사안에 

따라 개별 으로 단하여야 한다( 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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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도의 합리성 때문도 있으나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간의 립 속에서 

실세계에서 자본수출국이 모델조약 개정에서 주도권을 갖는 등 힘의 우 가 작

용한 측면이 크다. 이는 고정사업장 역사를 통해 확인된다.

1. 고정사업장의 역사  배경

가. 고정사업장의 최  도입 당시

  고정된 사업장소를 사업소득의 과세기 으로 채택된 것은 19세기 후반의 시

 배경과 연결된다. 고정사업장의 기본 인 요건은 19세기말 략 동일한 발

단계에 있던 소수의 국가들-특히 러시아와 작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의 

국가들- 사이에서 발 하 다.40) 1870년에서 1920년은 소  제2차 산업 명으로 

불리던 시기로 제1차에서 제2차 산업 명으로의 요한 발 경향은 산업화된 국

가의 자본의 주 형태가 공장, 기계, 기타에 투자하는 자본(고정자본, fixed capital)

로 이동한 것이었다.41) 제2차 산업 명 동안 많은 새로운 산업분야와 새로운 발

명으로 자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원료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송이 비약

으로 발 하 고, 산업화된 국가들 간의 무역도 증가하 다.42) 그러나 노동력이 

임시로 국가를 넘나드는 것은 어려웠고(유럽 이주 노동자들이 미국에 유입된 것

처럼 구 으로 주거하는 것을 제로 노동력이 국가 간에 이동하 다), 기계와 

다른 장비가 자유롭게 이동할 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 다. 즉, 당시 노동과 

자본이 국가 내에서는 이동성이 있었으나,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동성이 없거나 

극히 었다. 지국에 고정된 사업장소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의 1923년 보고서43)에 언 되지 않았고, 그만큼 이동하는 사업

활동이 요한 비 을 차지하지 않았음을 보여 다.44) 

  따라서 외국 국가의 노동력과 실물 자본의 혜택을 받을 만큼 범 한 국제  

40) Arvid A. Skaar Permanent Establishment: Erosion of a Tax Treaty Principle,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1), 이하 “Skaar”라 한다. 65면

41) Skaar, 65면.

42) Ibid.

43) League of Nations, “Report on Double Taxation” E.F.S.73.F.19; April 5, 1923.

44)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도입될 당시 유일하게 요한 이동성이 있는 국제 인 사업은 

국제 운송이었다. 그 이동성의 결과 국제  해운은 특별한 국제 조약의 상이 되었고, 

이후 조세조약에서 사업장 과세가 아닌 실질  리장소 기  과세 는 거주국 과세

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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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기 해서는 그 국가에서 사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45) 재는 노

동력, 기계  장비가 지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업무가 종료되면 다시 재배치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19세기말에서 20세기  국제  사업은 “고정된 사업장소”

를 제하고 있었다.46) 따라서 고정사업장 과세란 특별 규정으로 다루어진 국제

 해운과 같은 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한 사업분야의 원천지국 과세와 사

실상 동일하 고, 고정사업장에 기 한 과세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 별다른 

분쟁을 야기하지 않았다.47)

  이러한 시  배경으로 제1차 세계  이 에는 국제 인 조세 수입을 어떻

게 분배할 것인가에 한 분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이 과세가 긴 한 문제

가 된 것은 제1차 세계  이후이다.48) 

  제1차 세계  이후 국제 거래가 격히 증가하 고 기존의 법령으로는 이

과세를 해결하지 못하 다.49) 제1차 세계  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국

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등이 창립되어 이 과세방지를 

한 제도가 논의되었고, 국제연맹은 최 로 모델조세조약을 발표하 다. 논의의 

쟁 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간 과세권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고 경

제  의존성(economic allegiance)이 지도 인 원리로 채택되어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이끌었다.

나. 재의 상황

  고정사업장이 등장한 배경은 노동력과 자본이 쉽게 이동할 수 없어서 고정사

업장 과세는 곧 원천지국 과세와 동일하 던 시  배경이 있었고, 그 후 국제

인 무역이 증가하면서 이 과세 방지가 본격 으로 논의되었고 원천지국과 거

주지국 과세권의 균형 으로 고정사업장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50) 

오늘날은 노동력이 국가를 넘나들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자본이 국가들 사

이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심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 되었는데, 서비스 사업 수행을 해서는 고정된 사업시설이 반드시 필요하

45) Skaar, 67면.

46) Ibid.

47) Ibid.

48) Dale Pinto, Exclusive source or residence-based taxation- Is a new and simpler world tax 

order possible?,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July 2007), 287면.

49) Skaar, 68면.

50) Skaar,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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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고정사업장이 최  도입될 당시와는 달리 통 인 고

정사업장 과세 제도로는 경제 으로 요한 거래라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결과가 래되었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  배경 하에 도

입된 고정사업장 제도가 한지에 한 의문과 고정사업장 요건을 확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재의 국제 사업의 구조 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의 기본 개념은 

변하지 않고 여 히 고정된 사업장소를 강조하고 있다. 원천지국 과세를 늘리고

자 하는 자본 수입국들의 이해 계는 일정 부분 조세조약에 반 되고 있으나 

 산업의 특성을 히 반 할 수 있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 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2. 고정사업장의 역사

가. 고정사업장 개념의 등장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19세기 러시아에서 시작되었고,51) 처음에는  개

념의 조세용어가 아닌 “사업활동을 하여 사용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사업 

련 규정의 용어로 사용되었다.52) 세법상 개념으로서 고정사업장은 러시아의 

지방도시에서 증가하 던 이 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등장하 는데 당

시 러시아의 규정은 다른 체약국에서 고정된 물리  치가 존재할 것을 요구

하 고, 어느 치에서 사업 수행을 계속하려는 기업의 의도를 인식하는 것이 가

능할 것을 요구하 다.53) 이는 곧 고정사업장 개념이 기 하는 핵심 인 요소가 

되었다.54) 이 과세를 제거하기 한 1909년 독일 이  과세법이 통과되기 까

지 고정사업장 제도가 통일 독일에서 법제화 되지는 않았고 1909년 이후 독일 

고정사업장의 기본 인 개념은 1977년 개정될 때까지 변화하지 않았다.55)

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개념의 채택  확

51) 고정사업장 개념이 러시아에서 성문화 된 것은 1891년이다. Skaar, 73면.

52) Kolck, Joackim Dieter, “Der Betriebstättenbegriff im nationalen und im internationalen 

Steuerrecht Münster” (1974), 11 n.9, Skaar, 72면에서 재인용.

53) Skaar, 73면.

54) Skaar, 73면.

55) Skaar,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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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년에서 제1차 세계 이 끝날 때까지 고정사업장 원칙은 국제조세조약에

서 이 과세에 한 해결책이 되었다(다만, 술하 듯이 모든 요한 사업분야

의 원천지국 과세와 사실상 동일하여 실제 과세권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

다). 최 의 조세조약은 1896년에 체결된 러시아와 작센과의 조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약에서는 임시  사업과 구분하는 개념으로 ‘상설 인 사

업’(stehendes Gewerbe, standing busi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56)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러시아는 과세권의 충돌을 피하고 국가 간 거래를 진하기 하여 

1899년 조약을 체결하 고,57) 사업장소에 해당하는 ‘Betriebsstätte’58)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 이 조세조약은 오늘날의 고정사업장 요건의 골격에 해당하는 몇 

가지 규정, 즉 고정사업장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은 그 국가에서 과세되고, 고정

된 사업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 기 때문에 요하다.59) 이 조약은 고

정사업장을 재보다 넓게 인정하 는데,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고 외국기업, 

트  는 리인이 그 사업장소에서 활동하는 한 사업활동을 하는 한 고정사업

장이 인정되었다.60) 행 조세조약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게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고 있었다. 그 후 유사한 고정사업장 정의가 제1차 세계  발발까지 부 유럽 

국가들 사이의 조세조약에 포함되었다.61) 독일 국내법상의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동일하게 항구  리인(permanent agent)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 으나 독립 리

인과 종속 리인간의 구분은 없었고, 건설 장에 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

다.62)

다. 국제조세의 기본 원칙으로서 고정사업장 과세에 한 국제연

56) Hans Pijl, “Agency Permanent Establishments: in the name of and th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5(5) and (6) - Part I”,  IBFD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January 2013), 

이하 “Pijl, Part I”이라 한다. 15면.

57) League of Nations,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 Report and Resolutions 

submitted by the Technical Experts to the Financial Committee”, Document F.212 (Geneva, 

February 1925) 11면.

58) 국제연맹은  단어를 “business place”(사업장소)로 번역하여,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과 구분하여 사용하 다(1933년 체결된 오스트리아와 폴란드간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59) Skaar, 75면.

60) 기업 자신이나 트 십, 고정된 리인이 상설 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 , 공장, 창

고, 사무실, 구매  매장소, 그 밖의 다른 사업장소를 포함하고 있다. Pijl, Part I, 15

면

61) Skaar, 76면.

62) Skaar, 7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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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 논의  멕시코, 런던 모델

    (1) 1920년  국제연맹의 논의  고정사업장 도입의 배경

  1920년 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조세조약을 체결하 는데, 고정사업장 원칙은 

독일의 조세조약  다른 국가의 조세조약(독일-이태리, 폴란드-체코, 헝가리-폴란

드)에서 사용되었다. 반면, 랑스, 스페인 국은 이 시기에는 고정사업장 원칙

을 사용하지 않았고,63) 국은 여 히 국제  과세권의 원칙으로서 미법 국가

의 통으로 알려진 사업(trade or business)의 개념을 선호하 다고 한다.64) 그러

나 “사업(trade or business)”의 개념은 나 에 자본수출국에 보다 유리한 고정사업

장으로 체되었다. 재에도 미국세법은 국내사업장을 요구하는 국내 법인세법

과 달리 미국 내 사업(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에 귀속하는 소득

에 해서는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다.65)  

  기의 고정사업장 개념은 주로 원천지국에 유리한 것이었지만 국제연맹을 

심으로 한 논의에서는 주로 거주지국 과세를 지지하 다. 국제연맹은 이 과세의 

문제가 제기되자 국제  과세권 원칙의 이론  기 를 확립하기 하여 1922년 

경제 문가 그룹을 모았고,66) 이들은 조세 약을 입안하지는 않았으나, 국제 인 

이 과세 회피를 한 원칙들을 논의하 는데,  논의는 동시 의 국제조세원칙

과 미래의 고정사업장 원칙에 큰 향을 미쳤다.67)  보고서는 기본 으로 거주

지국 과세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만약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양보

하지 않으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면서 부분

의 경우 새롭거나 더 높은 과세는 기존의 비거주자의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

이고 비거주자의 투자를 막게 된다고 설명한다.68) 그러면서  보고서는 정부는 

“외국인들을 과세하고자 하는 욕망(the desire the tax the foreigner)”에 의해 지배

63) 1926년 체결된 랑스-스페인 조세조약, 1924년 체결된 국-스페인 조세조약, Skaar, 

77면에서 재인용

64) Skaar, 78면.

65) 미국세법 제883조(a)(1)

66) 네달란드의 Gijsbert Bruins, 이탈리아의 Luigi Einaudi, 미국의 Edwin Seligman, 국의 

Sir Josiah Stamp 등임. W. H. Coates, League of Nations Report on Double Taxation 

Submitted to the Financial Committee by Professors Bruins, Einaudi, Seligman, and Sir 

Josiah Stamp,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Vol. 87, No. 1 (Jan., 1924), 99면-102면.

67) Skaar,  79-80면.

68) W.H. Coates, 앞의 (주66), 100면.



- 20 -

된 정부가 “주된 본능 인 원칙(the main instinctive principle)”으로 자산이 치하

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기원에서 과세하는 것을 주된 원칙으로 삼으려 한다면서 

이러한 원천지국 과세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 다.69) 다만  보고서는 원천지

국 과세를 포함한 4가지 실  안- ① 과세 상의 원천이 있는 국가에서 완

히 과세하는 방법(외국에서 얻은 소득은 공제), ② 투자자의 거주지국에 으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법(외국으로 가는 소득에 한 면제), ③ 충돌되는 과세권 

사이의 과세권 배분(③-1 세 의 배분 는 ③-2 원천의 유형에 따른 배분)을 제

시하면서,70) 진국들이 보다 산업화가 진행되어 완 한 거주지국 과세로 나아갈 

것을 기 하 다.71) 결국 이 경제학자들은 이 과세를 방지하는 최상의 수단으로 

완 한 거주지국 과세(full residence-state taxation)를 지지하 다.72) 국제상업회의

소(ICC) 역시 최 에는 원천지국 과세를 옹호하 으나 1924년 리 회의에서 “이

과세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득에 한 과세의 기 로서 거주지를 수용

하는 것”이라고 하 다.73)

   (2) 제1차 세계  후의 상황

  그러나 제1차 세계 (1914년-1918년) 후 정치경제 상황은 거주지국 과세권을 

면 으로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경제를 재건하기 

한 재정수입이 필요하여 방문하는 사업가들(visiting businessman)의 이익과 이들

이 매한 상품에 해 과세하려는 노력을 시도하 고, 캐나다는 물건을 고한

데서 얻은 이익이나 캐나다 안의 고객으로부터 우편으로 주문을 수령한 경우까

지 과세하려고 했다.74) 1920년  국 세법상 근본 원칙은 매계약이 체결된 곳

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임에도 국 정부는 개인이나 탁 매인을 통해 

국에서 매한 물건에 해 계약체결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매량이 

국 리인과 비거주자인 본인 사이에 리인 명의로 본인을 과세하는 것을 정

당화 할 정도로 충분히 긴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

69) W.H. Coates, 앞의 (주66), 101면.

70)  네 가지 방안은 1923년 국제연맹 보고서에 언 되어 있다. League of Nations, 

Report on Double Taxation E.F.S.73.F.19; April 5, 1923, 42면.

71) W.H. Coates, 의 (주66), 102면.

72) Skaar, 80-81면.

73)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Double Taxation, Brochure No. 34, 7면, Skaar, 81면

에서 재인용.

74) Mitchell B. Carroll, International Tax Law: Benefits for American Investors and 

Enterprises Abroad, 2 INT’L LAW 692. (1968). 7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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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75)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이 이처럼 확 되는데 한 우려로 국제연맹의 

기술 문가 원회(the Committee of Technical Experts)는 일종의 안 장치

(safeguard)로서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치한 국가만 그 기업 소득에 한 원천지

국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채택하 다.76) 

  구체 으로 국제연맹은  이론  기 를 토 로 구체화되고 정교한 기술 인 

원칙을 세우려고 했고 이를 해 여러 국가에서 온 행정부 조세 공무원들이 국

제연맹에 모여 보고서를 작성하 는데, 이들은 경제 문가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

의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재까지의 조세조약의 행은 완 한 거주지국 과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77) 이들은 조세조약들이 특정한 수 의 투자에 해서

는 원천지국 과세를 허용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인들에 한 과세를 하

지 않는 완 한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78) 

    (3) 국제연맹 모델조약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채택

  1925년 국제연맹 보고서에서 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기업이 “지

(branch), 리인(agent), 사업장(establishment), 안정된 상업의 는 산업의 조직

(stable commercial or industrial organization) 는 항구 인 표자(permanent 

representative)”를 가진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의 상이 된다는 데 동의하

다.79) 이는 국제연맹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정의한 최 의 시도 다.

   1927년 국제연맹은 소득의 이 과세에 한 약 안을 작성하 고80) 1928

년에 이를 일부 수정하 다. 1927년  1928년 국제연맹 모델조약에서 고정사업

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81)82) 국제연맹이 발표한 안은 명시 으로 독립 인 

리인의 지 에 있는 자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 다. 

75) Mitchell B. Carroll, 앞의 (주74), 700면

76) Michael J. Graetz & Michael M. O’Hear, “The Original Intent of U.S. International 

Taxation”, 46 Duke L.J. (1977), 1088면.

77) Skaar 81면.

78) Skaar 81-82면.

79) League of Nations,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 Report and Resolutions 

submitted by the Technical Experts to the Financial Committee”, Document F.212 (Geneva, 

February 1925), 31면.

80) League of Nations,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Report”, C.216.M.1927. II. 

81) Ibid. 

82) League of Nations,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Report” C.562.M.178.1928.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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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 모델조약 안(1927년)제5조

어느 산업, 상업, 는 농업 활동에서 얻은 소득과 다른 거래 는 직업에서 

얻은 소득은 활동을 지배하거나 거래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persons)이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소유한 국가에서 과세된다. 리의 실제 심 

장소(real centers of management), 계회사(affiliated companies), 지 (branches), 

공장(factories), 리인(agencies), 창고(warehouses, depots), 사무실(offices)은 고정

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독립  리인의 지 에 있는 선의의 리인( 개인, 

탁매매인, 기타)을 통하여 외국에서 거래를 하는 사업을 가진 것은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연맹 모델조약 안(1928년)제5조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어느 공업, 상업, 는 농업 활동에서 얻

은 소득과 다른 거래 는 직업에서 얻은 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치한 국가에

서 과세된다. 

리의 실제 심 장소(real centers of management), 지 (branches), 공장

(factories), 리인(agencies), 창고(warehouses, depots), 사무실(offices)은 고정사업

장으로 간주된다. 독립  리인의 지 에 있는 선의의 리인( 개인(broker), 

탁매매인(commission agent), 기타)을 통하여 외국에서 거래를 하는 사업을 가

진 것은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게 최 의 고정사업장에 한 국제 모델은 ① 사업소득에 해서는 고정

된 사업장소가 있는 국가에서 과세된다는 원칙을 밝힌 후, ② 리장소, 지 , 공

장 등 고정사업장의 를 제시하고, ③ 독립된 지 에 있는 리인들은 고정사업

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을 명시하 다.83) 1928년 모델과 1927년 모델과의 

차이   주목할 은 1927년에는 계회사(affiliated companies)를 포함하 다가 

1928년은 이를 제외하 다는 이다. 계회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사업장

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리는 1928년 국제연맹 모델 조약 개정시에도 논의된 것

으로 보이고, 실제 1930년 에 국제연맹 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약에서 계열사를 

83) 독립  지 에 있는 선의의 리인(bona-fide agent of independent status)은 법률  

에서도 경제  에서도 완 히 독립 이라는 의미를 의도한 것이다. Carroll, 앞의 

(주74), 7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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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으로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고정사업장 제도의 도입으로 1920년  주된 상품 수출국이었던 미국은 

원천지국 과세의 정신을 보 하면서도 자국의 사업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84) 고정사업장은 국제연맹 기술 문가(Technical Experts)의 가장 

요한 합의 분야라고 평가받았다.85) 그러나 유일한 남미의 표 던 칠 는 거

주지국 과세권의 우 를 비 하면서 안은 국내세법이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기

로 한 국가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 다.86) 결국 고정사업장은 도입 당

시부터 원천지국의 과세를 제한하여 자본수입국들의 환 을 받지 못한 제도 다.

  그 후 국제연맹 모델에서 고정사업장 정의는 1933년에 변경되었는데 재정 원

회는 최 로 모델조약에서 종속 리인의 정의를 채택하여 ① 선임된 리인이 

상시 본인인 기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고용계약에 의해 구속을 받

고, 그 기업을 해 상업 거래를 상시하고 가를 받는 경우, ③ 매를 목 으

로 창고 는 기업에 속하는 상품을 소유할 때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87) 

한, 개인(broker)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탁매매인(commission agent)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 다.88) 고정된 사업장소에 해 

“실제 리장소, 지 , 산  유정, 랜테이션, 공장, 작업장, 창고, 사무실, 

리인, 설치  그밖에 고정된 사업장소(other fixed places of business)”라고 하여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 정의로 채택하면서 계열회사(subsidiary company)

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 다.89)

    (4) 1930년  체결된 조세조약

  1930년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본격 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이 등장하 는데, 

국제연맹 모델 조약 안을 차용하면서도 개별 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조세조약

이 체결되었다. 를 들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는 국제

연맹 모델과 유사하게 리의 실제 심장소, 지 , 공장, 작업장, 리인, 창고, 

84) Michael J. Graetz & Michael M. O’Hear, 앞의 (주76), 1089면.

85) Thomas S. Adams, Interstate and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n Lectures on Taxation 

101, 102 (Roswell Magill ed., 1932), 108면, Michael J. Graetz & Michael M. O’Hear, 

의 (주76), 1089면에서 재인용.

86) Skaar, 84면.

87) League of Nations Fiscal Committee,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Fourth Session of the 

Committee, C.399.M.204. 1933.II.A. Protocol 2 (c)

88) Ibid.

8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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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체결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간 조세조약 제4조91)

1. 산업, 업, 상업 는 농업 활동에서 얻은 소득은 그 지역에 있는 고정사

업장에 의해 얻은 소득에 비례하여 그 국가에서 과세된다. 

3. 고정사업장은 리의 실제 심장소, 지 , 공장, 작업장, 리인, 창고, 사

무실, 구매 는 매 장소  보 소를 의미한다. 양 체약국  한 체약국에

서 설립된 사업이 순수하게 독립 인 지 의 리인( 개인, 탁매매인, 계열

사, 기타)을 통해 다른 체약국에서 사업거래를 한다면 문제된 활동이 그 체약

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무실, 구매 는 매 장소  보 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면서 독립 인 

지 에 있는 리인( 개인, 탁매매인, 계열사, 기타)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 다.90) 

  표 은 다르지만 국제연맹 모델과 유사하게 ①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있어

야 과세되는 원칙, ② 고정사업장의 시, ③ 독립  지 의 리인의 제외 규정

을 두고 있었다. 1932년 랑스와 미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도 유사하게 지

, 공장 등이 고정사업장에 포함되고, 계약체결권이 있는 리인은 고정사업장

에 포함되고 탁매매인이나 개인 등 선의의 리인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열사(subsidiary corporation)는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명문 

규정을 두었다.92) 그 밖에 1932년 체결된 스웨덴과 덴마크 간 조세조약 제5조,93) 

90) 1931년 체결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간 조세조약 제4조. 국제연맹에 의해 번역된 것으

로 League of Nations, Double Taxation and Fiscal Evasion, Collec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ternal Legal Provisions for the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and 

Fiscal Evasion, C.618.M.291. 1933. II.A. 8면.

91) 국제연맹에 의한 번역본은 아래와 같다. 

     Article 4 §1. Industrial, mining, commercial or agricultural undertakings shall be taxable 

in either State in proportion to the income brought in by permanent establishments situate 

in its territory. 

     §3. Permanent establishments shall be deemed to mean actual centres of management, 

branches, factories, workshops, agencies, warehouses, offices, buying or selling departments 

and depositories.  Should an undertaking established in either of the two contracting States 

have business dealings with the other country through the intermediary of a genuinely 

independent agent or company (broker, commission agent, subsidiary, etc.), this shall not be 

deemed to imply that the undertaking in question possesse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latter country. 

92) 1932년 체결된 랑스와 미국간 조세조약 Protocol, 제3조 (a), League of Nations, 앞의 

(주90),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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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에 체결된 랑스와 벨기에 간 조세조약 제7조,94) 1931년 체결된 이탈리아

와 벨기에 간 조세조약 제6조95) 모두 국제연맹 모델에 기 하여 고정사업장 규

정을 도입하 다.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 간 조세조약에서는 건설 고정사업장 규

정이 포함되어 있었다.96) 주목할 것은 스 스와 독일간의 조세조약으로서, 사업

장(business establishment, Betriebsstät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모든 형태의 사

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과세된다는 원칙을 밝히고 

사업이 사업장소를 소유함이 없이 다른 국가의 역에 그 업을 확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하여,97) 물리 인 사업장소 없이는 사업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을 보다 강조하 다.  조약은 업주(mining stock, Kuxen), 지분, 주권, 는 다

른 증권의 소유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때 원천지국의 사업에 추가하여 외국 사

업의 항구 인 사업 시설에서 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소유

가 사업의 리에 향을 다는 을 의미하더라도 소유자의 사업장소를 구성

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지분 참여만으로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을 

보다 분명하게 설시하 다.98) 

  한편, 1932년 체결된 스웨덴과 덴마크 간 조세조약과 같이 건설 고정사업장을 

규정한 조세조약도 발견되지만, 국제연맹의 기 모델 조약과 당시 실제 체결된 

양자 간 조약들은 부분 건설 장에 하여 구체 으로 언 하지 않았다. 당시 

이 과세 문제에 여한 주요 국제기구의 서류들에 건설 장에 한 이 과세 

문제는 언 되어 있지 않았다.99) 제2차 세계  이 에는 건설 장의 경우 각 

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엄격히 말해 “항구 (permanent)”일 수 없으므로 고

정사업장 과세에서 배제한 것이다.100) 그러다가 1930년  건설 산업의 발 으로 

1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의도가 있는 건설작업에 한 고정사업장을 

의제하는 조항(deemed PE)이 일부 조세조약에 도입되었다.101)

93) League of Nations, 앞의 (주90), 53면.

94) League of Nations, 의 (주90), 59면.

95) League of Nations, 의 (주90), 65면.

96) 1932년 스웨덴과 덴마크 간 조세조약 Protocol 제10조. 12개월을 과하거나 12개월을 

과할 것으로 상되는 건설작업을 해 사용되는 장소는 이 사건의 의미상 고정된 

사업장소로 간주된다.

97) 1931년 스 스와 독일 간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League of Nations, 의 (주90), 12

면.

98) 1931년 스 스와 독일 간 조세조약 Final Protocol 제3조 제3항, League of Nations, 

의 (주90), 15면.

99) Skaar, 87면.

100) Skaar, 87면.

101) 를 들어 1932년 스웨덴과 덴마크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는 “작업기간이 12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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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국제연맹 모델 멕시코 안 제4조107)

1. 어떠한 공업, 상업 는 농업 기타 다른 수익이 있는 활동으로부터의 소득

은 그 사업이나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5) 원천지국 과세권으로의 진 과 반동: 멕시코 모델과 런던 모델

  1920-1930년 의 국제연맹의 안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 만

을 포함하고 있었던 반면, 1940년의 멕시코와 런던의 모델조세조약 주석 모두 고

정사업장의 기본정의를 포함하면서, 기업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져야 하고 이 

장소는 기업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 다.102) 기존의 안들이 선진국

의 이해 계를 반 하 다는 비 이 있었는데,103) 원천지국 과세를 정면으로 지

지한 모델이 등장하 다. 남아메리카 국가들, 캐나다, 미국으로 구성되어 멕시코

에서 개최된 재정 원회 분과  회의에서 작성한 1943년 모델은 원천지국 과세

를 지지하여, 고정사업장은 하나의 일 뿐 결정 인 기 이 아닌 사업소득에 

한 원천지국 과세 시스템을 도입하 다.104) 1928년 재정 원회 회의 때는 남아메

리카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은 반면, 멕시코 회의에서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

,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우루과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표들이 참석하 고, 이들  압도 인 다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해 원천지국

이 배타 인 과세권을 갖는 것을 선호하 다.105)  표들은 고정사업장에 한 

유럽의 정의가 무 제한 이라고 비 하면서 소득을 발생하는 어떠한 활동도 

고정사업장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 다.106) 그 결과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한 

모델이 기존 모델을 체하 는데 멕시코 모델의 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108)

과하는 는 12개월을 과할 것으로 상되는 건설 장은 이 조약에서 정한 고정

된 사업장소(permanent business establishment)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었다. 국제연맹

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League of Nations, 앞의 (주90, 56면. 다른 로 독일과 핀란

드 간 1935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는 “3조에서 의미하는 사업장(Business establishment)

은... 12개월을 과하는 는 12개월을 과할 것이 정된 건설기간 동안 만들어진 

작업장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조약 Protocol 문단 7(2)). 국제연맹에 의해 

문 번역된 것으로 Walter H. Diamond and Dorothy B. Diamond, International Tax 

Treaties of All nations, Vol 1, 207 (1975)에 언 . Skaar, 88면에서 재인용.

102) Skaar, 92면.

103) 를 들어 칠 는 1927년 국제연맹 안에 해 칠 의 재정수익을 심각하게 악화시

킬 것이라고 비 하 다. Skaar, 88면.

104) Skaar, 88-89면.

105) Caroll, 앞의 (주74), 707-708면.

10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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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체약국에서 기업 는 개인이 그 활동을 가끔 있는 활동을 통해 고정사

업장이 없이 다른 체약국에까지 확 하 다면 그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첫 번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946년 국제연맹 모델 런던 안 제4조113)

1. 공업, 상업, 는 농업 그리고 기타 다른 수익이 있는 직업에서 발생한 소

득은 납세자가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모델의 출발 은 사업소득은 원천지국에서만 과세된다는 것이고 사업장소

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게 되지만, 만약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가끔씩 있는 거래에 해서만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되어 거주지국 

과세를 제한하고 있다.109)  모델에 따르면 원천지국 과세에서 벗어나기 해서

는 고정사업장도 없어야 하고, 규칙 이거나 반복 인 사업도 없어야 한다. 즉,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업활동이 있다면 원천지국 과세를 

배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고 있다.

  그러나 3년 후 런던에서 체 재정 원회가 개최되어 멕시코 모델을 재검토하

여 1946년 런던 모델을 작성하 다.110) 런던 모델에서는 다시 고정사업장이 사업

소득에 한 원천지국 과세의 조건으로서 고정사업장 개념으로 회귀하 다. 런던

에서 재정 원회가 멕시코 모델을 검토하 을 때 과거 고정사업장 기 이 사업

소득과 련하여 거의 모든 실제 조세조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을 고려하 고 

과거의 경험상 “외국기업이 한 국가 내에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을 때 그 기업을 

효율 으로 하게 과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을 고려하 다.111) 1946년 

런던 모델은 다음과 같다.112) 

107) 원문은 아래와 같다.

Article IV.

1. Income from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agricultural business and from any other gainful 

activ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State where the business or activity is carried out.

2. If an enterprise or an individual 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extends its or his activities 

to the other State, through isolated or occasional transactions, without possessing in that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 income derived from such activiti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 State.

108) League of Nations Fiscal Committee, London and Mexico Model Tax Conventions 

Commentary and Text, C.88.M.88.1946.II.A.,60면.  

109) Skaar, 91면.

110) Caroll, 앞의 (주74), 708면.

111) League of Nations, 앞의 (주108), 14면.   

112) League of Nations, 의 (주108),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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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한 체약국의 기업이 그 활동을 고정사업장 없이 다른 체약국으로 확

한다면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첫 번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와 같이 런던 모델에 의하면 고정된 사업장소의 사용이 없는 계속 이고 규

칙 인 거래는 원천지국 과세의 상이 되지 않아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

다.

   멕시코 모델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하는 기존의 제도에 비해 원천지국 과

세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수입국들의 이해 계를 반 한 것이었다. 실

제로 멕시코 모델에 찬성하는 두 가지 주된 주장은 개발도상국의 수입상실  

조세회피 방지 다.114) 그러나 원천지국 과세권을 폭 확 하는  모델이 자본

수출국들에 의해 수용되기는 어려웠고, 20세기 부터 선진국 간 체결된 통

인 조약이 지지를 얻었다.115) 멕시코 모델에서 런던 모델로 회귀하 을 때 이론

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을 때는 효율 이고 하게 과세하기 어렵다는 

이 고려되었지만,116) 근 의 두려움은 세계 자본의 심 국가들이 외국원천으

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한 세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는 공개 으로 

언 되지는 않았다.117)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의 배분에 해서 멕시코 모델과 런던 모델은 요한 

차이가 있지만 공통 으로 고정사업장에 한 요한 조항들이 채택되었다. 최

로 건설 고정사업장에 한 조항이 모델조약에 채택되어 1년 이상의 건설 장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규정하 고,118) 리인 고정사업장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본인을 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리인을 통하여 다른 체약국

113) 원문은 아래와 같다. 

Article IV.

1. Income derived from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agricultural enterprise and from any 

other gainful occupation shall be taxable in the State where the taxpayer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2. If an enterprise in one State extends its activities to the other State without possessing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in, the income derived from such activiti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 State.

114) Skaar, 90면.

115) Ibid.

116) League of Nations, 앞의 (주108), 14면.  

117) League of Nations, Memorandum on Double Taxation, by Blackett 3 (1921) Skaar, 90-91

면에서 재인용.

118) 멕시코 모델, 런던 모델 각 Protocol 제5조 제1항,  League of Nations, 의 (주108), 

74-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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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면서, 를 

들어 리인이 ① 법한 권한이 있고 그가 일하는 기업을 해서 상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고용계약에 의해 구속되고 가를 받고 기업을 해 상시 상거래

를 하거나 ③ 매의 목 으로 기업에 속하는 창고나 상품재고를 상시 소유하고 

있을 때 등을 제시하 다.119) 한, 탁매매인(commissionaire)이 기업을 해 자

신의 명의로 활동하고 정상 인 수수료를 수취한다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

는다는 명문 규정과120) 다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업 인 여행자(commercial 

travellers)는 배제된다는 규정,121) 모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으로 고정사업장

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규정122)을 포함하 다.

  결국, 멕시코 모델의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규정은 채택되지 못하 으나 

멕시코, 모델과 런던 모델상 고정사업장 규정에는 모델조약으로서는 최 로 여러 

요한 규정이 최 로 포함되었고 이는 이후 조세조약에 요한 향을 미쳤다.  

라. 그 이후의 상황: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립

    (1) 거주지국 과세권 존 : 1963년 OECD 모델조약의 설계

  1948년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창설된 후 이

과세를 막기 한 조세조약 조항을 개발하는 업무에 착수하 다. OEEC의 회원

국은 18개국으로 유럽 선진국들이 심이었다.123) OEEC의 재정 원회는 1958년 

이 과세 조약 안을 제출하 고, 이어진 보고서들과 함께 1963년 모델로 이어

졌다.124) 1958년 OEEC 보고서에서 제시한 모델조약은 행 규정과 유사하게 고

정사업장의 정의(1항), 고정사업장에 포함되는 사업장소의 (2항),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비  보조  활동(3항), 종속 리인(4항), 독립  리인을 통한 

활동의 제외(5항), 지배 계에서 고정사업장 배제(6항, 소  anti-single entity 

clause125))가 포함되어 있고,126)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에도 그 로 이어

119) 멕시코 모델, 런던 모델 Protocol 제5조 제4항, League of Nations, 앞의 (주108) 

74-77면.

120) 멕시코 모델, 런던 모델 Protocol 제5조 제6항, League of Nations, 의 (주108) 

76-77면.

121) Ibid.

122) Ibid.

123)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 스, 터키, 국, 서독 등.

124) OECD 1963년 주석 문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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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27) 행 제도의 틀을 형성하 다.128)

  와 같이 OECD는 기본 인 고정사업장 규정의 정의를 도입하 는데 그것은 

“기업의 사업이 으로 혹은 부분 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이다.129) 

OECD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를 규정하 고, 12개월 이상의 건설 장 규정

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멕시코, 런던 모델의 사업활동을 기 으로 고정사업

125) 각 기업은 세법과 조세조약상 독립된 법  실체로서 취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Vogel, Klaus, in Reimer and Rust (eds),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4th 

edition (2015), 이하 “Vogel”이라 한다. 395면.

126) OEEC,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st Report of the Fiscal Committee of the 

O.E.E.C.” (1958) 33-34면.

127) OECD, Draft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1963) 제5조

128)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의 고정사업장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약의 목 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으로 는 부분 으로 수

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리장소

   b) 지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산, 채석장, 는 다른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g) 12개월 이상 존속하는 건축 장, 건설 는 조립 로젝트

3.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a)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장, 시 는 배달만을 한 시설의 사용

   b) 장, 시 는 인도만을 목 으로 기업에 속한 재화 는 상품의 재고보유

   c)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을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 목 만으로 재고보유

   d) 기업을 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는 정보의 수집만을 한 고정된 장소의 유지

   e) 비  는 보조 인 성격의 고, 정보제공, 과학 리서치 는 유사한 활동만을 

한 고정된 장소의 유지

4. 한 체약국에서 다른 체약국의 기업을 해 활동하는 사람-5항이 용되는 독립 인 지

에 있는 리인을 제외-은 만약 그가 그 국가에서 기업의 명의로 상시 계약을 체결

할 권한을 행사하고 그 활동이 기업을 한 상품과 물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개인, 일반  탁매매인 는 기타 독립  지 를 가

진 리인이 통상 인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그

러한 사람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 안에 고정사업

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6.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한 회사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는 다른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을 지배하거

나 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129) OECD 1963년 모델조약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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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단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목록으로 

체되었다.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은 과거 국제연맹 조세조약과 비교할 

때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하하 다. 특히, 비 ·보조  성격의 활동은 고정사업

장에서 배제하 고(과거 조세조약에서는 창고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었다130)), 

종속 리인의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등 1963년 모델은 선진국에 유리하게 설계

되었고, 거주지국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2) 원천지국 과세권 존 : 국제상업회의소의 논의  UN 모델조약

  그 후, 원천지국 과세권을 존 하는 방향으로 견해가 변화하 는데 국제상업회

의소가 제시한 의견이 그 일환이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거주지국이 세계 

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지지하여 왔는데 1955년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한 후 원천

지국이 국제 인 소득을 과세하는 유일한 권리를 인정하자는 결론을 채택하

다.131) 국제상업회의소는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

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는 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역사  배경에 의존한

다고 하면서, 거지주국은 소득발생에 기여한 일정 부분에 하여만 세 을 얻을 

권리가 있고, 그 성질상 원천지국에 의해 기여된 것과 비교할 때 은 액이라

고 설명하여,132) 원천지국 과세를 지지하 다.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제시된 근

거는 부분 으로는 거주지국 과세가 “새로운 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막고 재투자

가 가능한 이익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국가들 간의 자본의 유입을 방해한다는 

것이었다.133) 나아가 국제상업회의소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거주지국 과세

는 과세체계의 차이 때문에 이 과세를 제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소득에 한 

원천지국 과세를 하여야 하고 외국원천소득에 한 거주지국의 면세를 통해 이

과세를 피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134) 

  그러나 1963년에 정립된 OECD 모델조약은 기본 으로 자본수입국에는 불리하

다. 이 모델은 체로 원천지국이 세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따라서 OECD 

모델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조세조약의 표본으로서는 부 합하다고 인식되

130) 국제연맹 모델조약 안(1927년) 제5조 참조(주 82)

131) Vogel Klaus, Worldwide vs. source taxation of income – A review and re-evaluation of 

arguments, Part I, Intertax 216, 222면

132)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rochure No. 180, 5면 (1955), Skaar, 98면에서 재

인용.

133) Ibid.

13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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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자연스러웠다.135) 이러한 배경 하에 1968년 UN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의 조세공무원들로 구성된 문가 그룹이 결성되었고,  그룹은 1980년 모

델조약과 주석을 제출하 다.136) 제2차 세계  후 제3세계에서 독립국가의 증

가, 개발도상국으로만 구성된 국제기구의 등장(가령,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기구 

LAFTA), 국제사회에서 경제  의존성의 증가 등의 배경으로 UN 모델은 개발도

상국의 문제에 을 두었다.137) 

  지역에서 발 한 모델조약은 비록 그 향력은 었으나 이러한 국제 인 과

세 할권을 재평가하는 과정의 하나 는데, 가장 요한 로는 안데스 그룹138)

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 조약을 들 수 있다. LAFTA의 문가 집단은 1971년 “회

원 국가들과 안데스 지역 이외의 다른 국가들 사이의 이 과세방지를 한 모델

조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in the Andean Group)”을 

작성하 다.139) 1971년 작성된 안은 1943년 멕시코 모델과 동일한 원칙에 기반

한 것으로  모델은 국제 운송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하고는 원천지국이 거의 

배타 으로 과세하는 것을 제안하 다. 구체 으로  모델은 납세자의 국 과 

거소에 상 없이 납세자가 얻는 소득은 소득 생산의 원천을 갖는 국가에서 과세

된다고 명시하여 어느 국가든 자신의 국가 밖에서 얻은 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

는 원칙을 밝혔다.140) 이 게 안데스 그룹의 모델은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 으로

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141) 그러나 멕시코 모델과 마찬가지로  

모델에 기 한 조약체결을 거부하 고, 국제 인 규범과 조세조약에서 원천지국

에 배타 인 과세권을 주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로 인용되고 있

다.142) 한편, 선진국 사이에서도 원천지국 과세권 확 에 한 논의가 있었다. 

를 들어 국과 노르웨이 간 체결된 조세조약은 사업소득에 한 상당한 원천지

135) OECD, Fiscal Incentives for Privat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1965) 문단 

163.

136) Skaar, 99면.

137) Skaar, 99면.

138) 볼리비아, 칠 , 콜럼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로 구성되었다.

139) UN 모델조약 Introduction 문단 33.

140) Tizhong LIAO, Taxation of Cross-Border Trade in Service: A Review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Landscape and the Possible Future Policy Op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Ninth session (October, 2013), 18면에서 재인

용

141) Sunita Jogarajan, A Multilateral Tax Treaty for ASEAN- Lessons from the Andean, 

Caribbean, Nordic and South Asian Nations,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ume 6, 

Issue 1 (2011), 11면.

142) Skaar,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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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과세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었다. 국과 노르웨이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는 

“체약국의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해   심토와 그 천연자원의 탐사와 추출과 

련된 활동”을 연안활동(offshore activities)으로 정의하고 한 체약국의 기업이 다

른 체약국에서 연안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체약국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143) 천연자원 개발에 

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하 다.

   규정은 연안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 에 한 것이었다. 미국 역시 천연자

원의 채 에 한 특별한 조세조약 정책을 채택하 고 이러한 사업활동에 해

서는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 다.144)

   (3) 변화된 환경에 따른 거주지국 과세권의 확

  인터넷에 기 한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는 거주지국의 세수가 확 된다. 고정된 

사업장소 없이 다른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막 한 수입을 얻는 것이 얼마든

지 가능하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서는 거

주지국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장기 인 목표로 거주지에 기 한 과세

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하 다.145) 웹사이트 는 컴퓨터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국

가 간의 경계가 제거되는 것은 재의 고정사업장 개념의 유용성을 재평가하는 

매가 되고 있지만,146) 여 히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

이 없는 고정사업장 제도의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마. 최근의 상황: BEPS 논의를 통한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

  BEPS란 세원잠식  소득이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임말로 다

국 기업이 자국과 외국의 조세제도를 차이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 를 

말한다.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만으로는 이 비과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

에서 2012년부터 OECD와 G20 국가들은 BEPS 로젝트를 진행하 고 2013. 3. 

143) 노르웨이와 국 간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제3항. Knut Olsen, Characterisation and 

Taxation of Cross-Border Pipelines, IBFD, 173-174면.

144) Skaar, 100면.

145) Michael J. Graetz & Michael M. O’Hear, 앞의 (주76), 1034면. 

146) Randolph J. Buchanan, New-Millennium Dilemma: Does Reliance on the Use of Computer 

Servers and Websites in a Global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Necessitate a Revision 

to the Current Definition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54 SMU L. Rev. 2109, 2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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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OECD는 세원잠식  소득이 에 한 보고서(BEPS Report)를 발간하 는데 

 내용에는 고정사업장 정기 을 보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Action Plan 7 

고정사업장 지 의 인 인 회피 지). 최근 발표된 BEPS Action 7(고정사업장

의 인 인 회피방지) 최종보고서147)는 고정사업장의 인정 범 를 확 하는 것

을 제안하 다.148) 주요 내용은 ① 계약체결권이 없는 리인도 일정한 경우 종

속 리인으로 인정하 고, ②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비 ·보조  행 의 범

를 축소하 으며, ③ 특수 계 기업들 간의 거래를 비 ·보조  활동으로 쪼

개는 경우 합친 것을 기 으로 고정사업장을 단해야 한다는 것이다.149) 

  근본 으로 BEPS의 Action 7이 고정사업장 정기 을 인 으로 회피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피한다는 문제의식, 즉 조세회피에 한 응으로 마련되었

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BEPS 고정사업장 논의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를 들

어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커미셔 (commissionaire)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

러나 외국기업의 이익을 해서(in its own name but on behalf of a foreign 

enterprise) 물건을 매함으로써 기술 으로 고정사업장 없이 물건을 매할 수 

있음을 지 한다.150) 그러나 커미셔 는 우리 상법상 탁매매인에 응하는 개

념으로151) 재 매를 하지 않고 탁매매를 하는 것은 많은 경우 고정사업장을 회

피하기 한 것이 아닌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통 인 고정사업

장 기 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커미셔 에 해서는 고정사업장으

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러한 사업형태에 해서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고정

사업장의 범 를 확 한 것이다. 계약체결권이 없어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종

속 리인을 확 하는 조항 역시152) 의도 인 조세회피에 응하기 한 것이라기

보다는 리인이 계약체결권 없이 청약을 유인하고, 거래조건을 상하는 등 

147) OECD,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Action 

7-2015 Final Repor” (2015) 이하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라 한다.

148) BEPS Report Action Plan  이행 의무를 부여한 최소기 (Minimum Standard)이 있으

나(유해조세 응에 한 Action 5, 조약남용 방지에 한 Action 6, 국가별 보고서 제

출에 한 Action 13, 분쟁해결 장치의 개선에 한 Action 14가 최소기 이다), Action 

7은 조세기 의 개정안(revision of existing standards)이다(그 외 이 가격과세지침의 개

정 방안을 논의한 Action 8, 9, 10이 이에 포함된다). 더 약한 권고인 공통 근(common 

approach)으로 혼성과세단체의 불일치 해소(Action 2), 이자비용  융비용을 통한 세

원잠식 방지(Action 4)가 있다. OECD, “Explanatory Statemen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149)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150)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9면,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6항 수정안

151) 상법 제101조: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업으

로 하는 자를 탁매매인이라 한다.

152)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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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본사에서 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술 으로 얼

마든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원천지국 과세를 확 하기 해서는 종속 리인의 개

념을 넓히는 것이 변화된 환경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BEPS Action 7 고

정사업장에 한 논의의 본질은 조세회피방지에 한 응이라기보다는 원천지

국과 거주지국 과세권이 립하는 과정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상당한 정도로 

확 한 요한 환 으로 이 타당할 것이다.

3. 소결

  고정사업장 제도의 역사는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충돌을 보여

다. 고정사업장이 최  도입될 당시에는 노동력, 기계, 장비의 이동이 어려워 

고정된 사업장소에 한 과세는 곧 원천지국 과세와 사실상 동일하 으나, 그 후 

기술의 비약  발 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상 으로 자유로워졌음에도 고정

사업장 제도를 그 로 유지하는 것은 거주지국 과세권의 확 로 이어졌고, 국제

연맹의 문가 집단은 거주지국 과세를 지지하 다. 제1차 세계  이후 각국은 

부족한 재정 수익을 확보하기 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려 노력하 고 고

정사업장은 원천지국 과세권의 한계로 기능함으로써 거주지국에 유리한 제도

다. 그 후 멕시코 모델처럼 사업장소없더라도 원천지국기 과세권을 갖는 모델이

나 배타 인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안한 안데스 그룹의 모델이 등장하 으나 국

제 으로 채택되지 못하 다. 재의 OECD 모델조약의 형태를 최 로 갖춘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은 선진국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자상거

래의 발달로 고정된 사업시설 없이 사업활동이 가능함에도 고정사업장 제도는 

그 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국제 인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고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에

서부터 재까지 지속된 고정사업장 제도에 의미 있는 변경으로 평가할 수 있다. 

BEPS는 조세회피의 응의 에서 근하 지만 그 실질 내용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간의 과세권 립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이 확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4편 고정사업장 제도의 합리성

1. 논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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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 고정사업장 요건은 조세이론상 타당성이나 실증 인 연구를 기 로 형

성된 것이 아니라 과세권의 립과 타 의 결과이다. 표 으로 멕시코 모델은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것이 이론 , 실증  우월성으로 인해 채택된 것이 

아니라 이동이 용이하지 못한 시 에 멕시코에서 재정 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 를 원하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거 참석한데 따른 

것이고 런던 모델에서는 다시 과거의 모델로 회귀하 다. 1958년 OEEC 모델조약 

안과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은 기존의 조세조약에 비해 한층 더 거주지

국에 유리하 다. 그 후 근본 인 변화 없이 OECD 모델은 재에까지 지속되어 

온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이해 계를 반 한 UN모델의 채택, 원천지국 과세

권을 확 하기 한 주석의 개정  각국 과세당국의 요건의 극  해석으로 

고정사업장의 범 가 조 씩 넓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개별 요건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국가는 조세조약에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하는 조항을 채택하고, 고정사

업장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려고 한다. 주권 국가로서 

원천지국은 자국 토 내에서 막 한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외국법인에 해서

는 과세하고자 하는 의지로 고정사업장 요건을 최 한 유연하고 극 으로 해

석하려 한다. 반 로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정된 물리  

장소가 없는 이상 사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조세조약을 문언 그

로 해석해야 납세자에게 측가능성 높인다는 도 요하게 고려된다. 이런 

상충되는 흐름은 반드시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과의 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선진국의 과세 청에서도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개발도상국이라 하더라도 세계 인 조세조약망을 형성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

하려고 노력하면서 고정사업장 과세를 지양하는 사례도 있다.

  제3장, 제4장에서는 행의 고정사업장 제도의 모습을 그 구체  요건을 심

으로 살펴본다. 고정사업장 제도의 변천 과정상 논의, OECD 모델조약 제5조에 

한 주석153)을 통한 각국의 합의 내용, 각 국가의 과세당국  법원의 태도 등

을 통해 행 고정사업장 제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면서, 행 제도 하에

서 최 한 모순되지 않는 합리 인 해석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2. 고정된 사업장소 요건은 합리  기 인가?

153) OECD, Commentary on Article 5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이하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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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껏 논의를 종합하여 고정사업장은 과연 합리 인 기 인지를 다시 살펴보

자. 먼  과세권 배분기 으로서 고정사업장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고

정사업장 제도가 이론 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정사업장 제

도는 그 국가와의 연결성을 물리 인 사업장소의 존재에 따라 단한다. 사업소

득을 과세하기 해서는 그 국가와 실질 인 연결성이 있어야 하고 그 국가의 

기반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물리 인 장소가 존재하여야 이러한 기 을 충족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과세될 정도로 그 국가와의 긴 한 

연 계가 인정되기 해서 ‘고정’된 사업장소가 필요한 이유에 하여 명확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사업장소의 존재와 무 하게 소득의 크기가 클수록 

국가와의 연결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해야 그 국가와

의 실질  연결성이 인정된다거나 조세행정상 모든 비거주자의 사업활동에 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요구하는 실  

필요성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논리 필연 인 근거는 아니다. 를 

들어 10년간 어느 국가의 역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상인이나 오로지 그 국가에서만 사업활동을 단

기간 수행하면서 수입을 얻는 상인의 경우 그 국가에서 사업소득이 과세될 만큼

의 충분한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다는 이유

로 원천지국에서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못하게 되므로,154) 합리 인 제도인지 여

부에 의문이 들 수 있다. 더구나 기술의 발달과 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이 원천지국에서 얼마든지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고정사업장 제도의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고정사업장 제도는 과세행정, 납세 력비용이라는 실  에서 

그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세를 피하기 해서는 총소득 기  

과세를 피해야 하고, 순소득 기 과세를 하자면 국가가 비거주자로부터 직  세

을 걷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순소득을 기 으로 과세하려면 그만한 덩치가 

되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란 이러한 실  세무행정의 필요성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155)은 오늘날에도 여 히 유효하다고 본다.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는 비

거주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순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의 어려움은 여

히 의미가 있고, 납세자의 에서도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음에도 활동하는 국

154) 그 국가를 체 으로 하나의 사업장소로 보아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한다는 주장

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이상의 ‘사업기간’이 아닌 ‘고정성’을 요구하는 행 조

세조약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155) 이창희, 앞의 (주25), 18면,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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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다 그 국가에서 얻은 순소득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고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비 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정성’ 요건은 물리  이동이 어려운 과거의 경제상황에서 도입되어 

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서비스 산업이 심이 된 에는 그 합성을 상실

하 다는 비 이 꾸 히 제기되었다. 즉 인 , 물  시설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

하 던 과거에는 그 국가와의 연결성을 단할 때 ‘고정된 사업장소’의 존재가 

유용한 단기 이었으나, 재에는 고정사업장 요건은 불필요하고 다른 기 , 

를 들어 원천지국에서 얻는 소득의 크기, 원천지국에서 요한 사업활동을 하

는지 여부 등으로 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요한 사업

활동에 한 기 이 세워져 일정 이상의 사업활동에 해서만 과세한다면 과세

행정이나 납세 력비용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본 논문의 5장에서는 고정사업장 제도에 한 여러 안들을 논의하지만 실

으로 고정사업장 과세 제도가 폐기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각국의 이해

계가 각기 다름에도 한 세기 이상 확고히 유지된 제도의 틀을 면 으로 바

꾸는 데 합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자상거래의 도입으로 고정사업장 제도는 

요한 도 을 맞았지만 기존의 틀 안에서 변화된 환경에 용되는 해석을 도출

하 고, 최근 논의된 BEPS 로젝트 역시 커미셔 를 통한 매 등 일정한 형태

의 거래에 해 고정사업장의 범 를 확 한 것일 뿐 고정성을 요건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개념에 한 근본 인 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고정사업장은 사업활동에 한 원천지국 과세  거주지국 과세의 간

에 있는 타 인바, 비록 불합리함이 지 되지만 역사 으로 이미 깊이 정착된 

제도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 이해 계가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합의되기 어

렵다. 따라서  제도가 크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제에서 고정사업장 요건의 불

합리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 규정을 해석하여야 하고, 그 핵심은 그 국가

와의 실질 인 경제  연 성이 있음에도 고정성이라는 형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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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약의 목 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으로 는 부분

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리장소

 b) 지

 c) 사무소

 d) 공장

 e) 작업장 

 f) 산, 유정, 가스정, 채석장 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4. 이 조문 항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제3장 물리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고정된 

사업장소

  고정사업장의 핵심 개념은 고정된 사업장소, 즉 사업을 하는 물리 인 장

소가 존재하면 원천지국에서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을 가지므로, 고정된 사업장

소의 의미가 요하며 여러 해석상의 견해 립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행 

고정사업장 제도의 기본이 되는 OECD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의 물리  고정사업

장 요건을 살펴본다. 물리  고정사업장의 해석에서 고정된 사업장소를 유연하게 

인정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 하려는 시도와 이를 제한하려는 노력들이 충

돌하여 고정사업장 범  인정에 한 긴장 계가 확인되는바, 이를 심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제1편 고정된 사업장소의 개념

1. 고정된 사업장소의 개념

  조세조약에서 기본 인 고정사업장 요건으로 OECD 모델조약상의 개념이 범

하게 채택되고 있고, UN 모델조약도 유사하므로 OECD 모델조약을 살펴본다. 

물리  고정사업장에 한 OECD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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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본다.

  a)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장, 시 는 배달만을 한 시설의 사용

  b) 장, 시 는 인도만을 목 으로 기업에 속한 재화 는 상품의 재고보

유

  c) 기업에 속한 재화 는 상품을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목 만으로 재고보유

  d) 기업을 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는 정보의 수집만을 한 고정된 장소

의 유지

  e) 기업을 한 다른 비  는 보조 인 성격의 활동만을 한 고정된 장

소의 유지

  f)  "a 내지 e"에 언 된 활동의 복합  활동만을 한 일정한 고정된 장소

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  활동으로부터 래되는 고정된 장소의 반 인 활

동이 비  는 보조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규정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소가 인정되려면 ① 사업장소(place of business)

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fixed), ③ 고정

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하고, ④ 사업이 단순히 비 이거나 보

조 인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156)157)  요건은 일반 으로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의 고정성 요건과 련하여, 고정되어 있다는 것

은 움직이지 않고 어느 장소에 붙어있는 상태라는 의미와 그러한 상태가 일정 

이상 지속되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고정성은 ②-1 특정 장소에 치

하여 땅 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와(linked to ground, 지리  연결성) ②-2 일시

인 것이 아닌 항속 이라는 의미(permanence)가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

고158), ②-3 일반 으로 특정 장소에 한 처분권 는 사용권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요건에 해 살펴본다. 

2. 고정된 사업장소 (Fixed Place of Business)

156)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

157) 고정사업장이 기업에 의해 번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건(PE must contribute to the 

profits earned by the enterprise)이 1940년  멕시코와 런던 모델조약에 있었는데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는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이다. 

158) 물리  장소가 존재하여 땅 에 연결되어 있다는 지리  연결성 요건과 일시 인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항속성 요건을 합하여 “고정성 요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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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소(place of business)의 의미

   (1) 도입

  고정사업장의 가장 요한 측면은 고정된 장소를 요구한다는 이고 이러한 

장소가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된 장소

는 에 보여야 하고, 객 으로 사업장이 존재할 것(objective presence of the 

enterprise)을 요구한다.159) 즉, 기업의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건물, 시설, 설비 등의 

객 인 장소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건물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에도 일정한 장소나 사용 가능한 공간도 사업장소에 해당한다.160) 사업장소가 있

더라도 그 장소에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음은 당

연하다.

   (2) 통 으로 사업장소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은 통 으로 사업장소로 인정되는 를 제시하고 있다. OECD 모델

조약  UN 모델조약은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며 그 로 “a) 리

장소, b) 지 , c) 사무소, d) 공장, d) 작업장, e) 산, 유정 혹은 가스정, 채석장 

혹은 기타 천연자원의 채굴장소”를 제시하고 있다(각 제5조 제2항161)). 미국의 모

델조약도 동일한 내용이다(제5조 제2항).  장소들은 이므로 기업이 열거된 장

소가 있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는

다.162) 사무소, 공장, 산 자체가 바로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고정사업

장이기 해서는 제5조 제1항의 고정사업장의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63) 단 와 같은 장소가 있다면 일견 고정사업장으로 단될 것이고

(prima facie),164) 납세자가 고정사업장이 아님을 극 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

다. 

159) Skaar, 111면.

160) 이용섭·이동신, 『국제조세(2011)』, 세경사, 202면.

161) 1977년 모델에서 유정과 가스정을 추가하 다.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 

제2항 참조. 

162) Richard E. Andersen, Analysis of United States Income Tax Treaties 2012, ¶ 3.02 

Permanent Establishment-Analysis of Treaty Provisions 문단 3

16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2

16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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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사무소, 공장 등 OECD 모델에서 로 든 장소는 통 으로 고정사업장

이 인정되어온 장소로 이러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 인정에 문제가 없다. 나아

가  장소들은 열거  성격이 아니므로,165)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소라도 

고정사업장의 일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 그 다면 최소

한 제5조 제2항이 제시한 사업장소와 유사성이 있어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된다

고 해석할 수 있는가? 사업장소이기만 하면 유사성을 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166) 가령 독일에서는 고 기둥(advertising pilar)이  리스트 

 어느 것과도 유사성이 없음에도 사업장소로 인정한 바 있고,167) 우리 법원도 

설비를 사업장소로 인정하 다.168) 아래에서는 표 인 사업장소인 지 , 리장

소, 천연자원 채굴장소에 해 설명한 후 그밖에 사업장소가 문제되는 경우를 살

펴본다.

    (가) 지  (Branch)

  고정사업장의 가장 표 인 형태이다. 통상 지 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한

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되는 그 국가와의 실질 인 연결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자

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와 경제  실질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명칭이 지 이라고 하더라도 지 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지 않거나 비  보조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 

    (나) 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리장소를 별도로 언 한 것은 리장소가 반드시 사무실(office)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한다.169) 여러 기업을 가지고 회사가 이를 리하기 한 장소

를 별도로 세울 수 있는데 이는 통 인 지  는 사무소 형태의 업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리장소는 고정사업장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따라서 그것은 고정된

(fixed) 리장소여야 한다.170) 일시 으로나, 다른 복수의 장소에서 리기능을 

16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2

166) Skaar, 114-115면.

167) BFH in BStBl 1958 III 379

168) 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결

16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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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171)

   리장소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해서는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성

질이 요하다. 사업활동이나 자산의 소유만으로 리장소를 충족한다고 할 수는 

없다. 리장소가 인정되려면 그 장소에서 사업 수행을 한 실질 인 의사결정

권이 있어야 한다.172) 여기서 의사결정은 국내거주자 단을 한 실질  리장

소가 인정될 만큼의 경 상 요한 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173) 활동이 단

순 리  성격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가령 장 사무소

에서 수행되는 건설 작업과 련된 임 지  기능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되

는 ‘ 리’라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리는 외국의 본사에 의한 지시를 일상 으

로 수행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174) 같은 맥락에서 미국-독일 간 1954년 조세조

약의 1965년 의정서(protocol)에서는 “ 리”는 기술  혹은 과학  성격(technical 

or scientific character)만 있는 결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 다.175) 다

만, 리기능이 수행되지 않더라도 고정된 장소가 존재하고 비 ·보조  성격 

이상의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리기

능이 있는지가 요한 쟁 은 아니다.

 

    (다) 천연자원 채굴  탐사

  천연자원을 채굴하기 한 장소, 가령 산(mine), 유정(oil well), 가스정(gas 

well), 채석장(quarry) 등은 OECD 모델조약, UN 모델조약에서 모두 사업장소로 

인정된다. 모델조약 제5조 제2항 f)에 열거되지 않았고 이와 유사성이 없더라도 

문언상 ‘어떤 다른 장소(any other place)’라도 포함되므로 산, 유 , 가스정, 채

석장이 아니라도 천연자원의 채굴장소라면 사업장소로 인정될 것이다. OECD 주

170) Ibid.

171) Skaar, 116면.

172) Robert L Williams, Fundamentals of Permanent Establishments, Kluwer Law International 

(2014), 59면.

173) 실질  리장소는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한 리  상업  결정이 실제

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한 리  상업  결정

이란 법인의 장기 인 경 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리 처분, 

핵심 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결).

174) Skaar, 117면.

175) Memorandum from Staff of Joint Comm. on Taxation appended to S. Exec. Rep. No. 7 

(accompanying 1965 Protocol with Germany),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7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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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 ‘어떤 다른 장소’는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가령 육지에서건 바다에서건 탄

화수소를 채굴하는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76)

  채굴장소라고 하여 항상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통하

여 채굴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게만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므로 단지 천연자원의 

채굴장소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177) 채굴

장소를 단순히 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조약의 다른 조항, 즉 부동산

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 뿐이다.178) 한편, 천연자원 탐사는 천연

자원의 채굴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런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제5조 제1항에 의

해 고정사업장으로 단될 수 있다.179) 천연자원 탐사를 해 별도로 고정된 사

업장소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천연자원 탐사에 해 고정사업장을 인정

하는 규정을 두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조세조약이 있다. 한국이 체결한 

여러 조세조약에서도 천연자원 탐사에 해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는 조항을 두고 있다.180) OECD 조세조약은 천연자원 탐사에 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주석에서는 천연자원 탐사에 해서 공통된 견해를 가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천연자원 탐사가 (a)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b)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c) 활동이 특정기간을 넘으

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181) 

   (3) 사업장소 개념의 확 : 기계, 설비, 동물의 경우

  

    1) 기계, 설비, 동물이 사업장소가 될 수 있는지 

  통 인 사업장소가 아니지만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사업장소로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통 인 고정사업장은 사무실이나 공장 등 물리  시설에 직

원들을 두는 인 , 물  시설을 갖춘 모습이었다. 이와 달리 이동이 자유로운 설

비나 기계와 같은 동산이 사업장소로 인정되는지, 나아가 인  시설이 없는 경우

에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OECD 주석은 기계(machinery) 는 

176)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4

177) Skaar, 119면.

178) OECD 모델조약 6조 참조

17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5

180) 를 들어 한국과 뉴질랜드 간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나목

18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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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equipment)도 일정한 경우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182) 부동산이 

아닌 동산도 고정사업장을 한 사업장소로 보아 사업장소 개념이 넓게 인정하

고 있다. 다만, 기계 는 설비가 특정한 부동산에 치하지 않고 이동한다면 고

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령, 덴마크

의 행정해석에서 시추 랫폼에 있는 시추공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

되는 설비가 사업장소를 이루기 충분하다고 보면서도 그 설비가 여러 장소로 이

동하 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보았다.183) 노르웨이에서도 데이터를 수

집하기 한 작은 움직이는 설비가 사업장소에는 해당하지만 역시 고정되어 있

지 않다고 단하 고,184) 노르웨이의 법원은 심지어 어획장비도 사업장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다.185) 기

계나 설비도 사업장소로 인정되고 다만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 고정성 요건을 충

족하지 않으므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없어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한다. 

따라서 행 고정사업장 제도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계나 설비 등 동산이라

고 하더라도 사업장소로 인정되지만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 고정

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 법원도 정보 달 

장치인 설비를 사업장소로 인정하 는데(블룸버그 사건186))  장비 역시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장비가 아니었다. 

  다만, 미국의 행정해석상 경주마가 미국에서 한번 경기에 참여하는 경우 고정

사업장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 고정사업장은 부인되었으나 만약 더 많은 

경주에 참여한 경우에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인정되었을 것이라고 단하 다.187) 

 결정은 말이 사업장소가 될 수 있음을 제한 것으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시

설에 해서도 고정사업장의 인정가능성을 열어놓은 결정이다.188) 이 게 움직이

지 않는 고정된 장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사업장의 기본 요건이지만 이

것이 합리 인 기 인지는 의문이 있다. 고정성 요건을 요구하는 이유가 원천지

18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

183) Landsskatteretten LSR November 13, 1986, 1986-1-513, published in Tidsskrift for 

Skatterett 388 (1988), Skaar, 120면에서 재인용.

184) Creole, by the Norwegian Lower Court, Stavanger Byrett, in Utv. 1981, at 285, Skaar, 

121면에서 재인용.

185) Norwegian Supreme Court, Høyesterett, in Rt. 1984, at 99 (Utv. 1984, at 191), Skaar, 

121면에서 재인용.

186) 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2009두19236(병합) 결

187) Rev. Rul. 58-63 1958-1 C.V. 624. 랑스 거주자가 미국에서 단 한 번의 경마 회에 

참여하 고, 회에서 승리하여 상 을 지 받은 사안으로 비거주자가 단 한 번의 경

마 회에 참여하 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단하 다.

188)  결정의 의미에 해서는 지속성 요건에 한 2.다.(3)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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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사업소득에 해 신고납부 방식으로 순소득을 기 으로 과세할 정도의 

덩치가 있어야 한다는 에서 보면, 특정 치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더라도 

상당한 액의 소득을 얻는다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최 로 사업

활동을 개시한 장소를 사업장소로 운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의 고정

사업장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이동하는 사업활동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과

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인력이  없어도 사업장소로 인정될 수 있을까? 직원을 고용하

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통 이지만 기술의 발달로 고정된 시설을 갖추

더라도 인력 없이 사업을 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조세조약의 문언상으로도 고

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할 뿐, 고정된 사업장소가 지 인력에 운 될 것을 요구하

지는 않는다. OECD 주석은 명시 으로 기업이 특정 장소에서 컴퓨터 설비를 운

하는 경우, 그 장소에 설비 운 을 한 기업의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도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89) 이러한 결론은 천연자원의 추출

에 쓰이는 자동 펌  설비 같이 설비가 자동 으로 작동하는 다른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상거래에도 용된다.190)

  

    2) 블룸버그 사건(한국)191)

     ① 사실 계

  융정보 데이터를 매개하여 달하는 장치가 한·미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루어졌다. 미국 트 십인 Bloomberg Limited 

Partnership(이하 “BLP")은 세계에서 수집한 융정보와 뉴스기사를 분석, 편집, 

제작하여 미국 소재 앙 컴퓨터(서버)에 장하고, 이러한 융정보를 한국을 비

롯한 세계 고객에게 달, 제공하고 가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한

국 내 주로 융기 , 기업, 연구소 등의 고객에게 융  일반 뉴스 정보

(Bloomberg Professional Service, 이하, “블룸버그 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가

18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6

19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7

191) 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2009두19236 (병합)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7 27747 2007 27754(병합) 결. 국내 법인인 BKL이 블룸버그의 고정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 다는 이유로 세율 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건이다.  례는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정면으로 다룬 최 의 결이다. 백제

흠, 조세조약상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 법률신문 4018호(2012.03), 법률신문

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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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있었다. 미국 내 서버에 장된 블룸버그 자정보는 주로 ‘ 용회선의 

미국부분→ 용회선의 미국 외 해외부분→BLP 해외지  소재 노드(Node) 장비→

용회선의 한국 내 부분→국내 기술제공업체인 CPS 사업장에 있는 BLP의 

100% 국내 자회사인 블룸버그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BKL”)의 노드 장비→ 용

회선’을 거쳐 고객수신장비인 블룸버그 수신기 는 일반 컴퓨터를 통해 고객에

게 달되었다.192) 노드 장비는 BLP 본사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융정보서

비스를 간에서 매개하여 달만하는 장비이고, 컴퓨터와 같이 정보를 가공하는 

기능은 없었다. BKL의 외주업체인 CPS는 BKL에 노드 장비의 설치장소 6㎡를 

제공하 다. 블룸버그수신기는 고객들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인데 노

드장비를 매개로 한 융정보서비스의 수신 외에 문서작업이나 인터넷 속 등 

일반 인 기능도 수행하 다. 한편, BLP는 국내자회사인 BKL로부터 ① 미국 내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될 한국 내 자본시장  주요 기업들의 경제  기타 정보

를 수집, 달하는 용역인 정보수집용역과 ② BKL을 신하여 한국 고객이 서비

스를 공 받는데 필요한 랫패 ,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장 장비  노드와 

라우터를 수입, 설치  유지 보수해 주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과세 청은 BKL 

사무소 소재지에 BLP의 물리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를 과세하 고, 소송 과정에서 노드 장비, 블룸버그수신기의 소재지 역시 고정사

업장이라는 주장을 추가하 다. BKL에 하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 BLP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율이 용될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다. 

     ② 법원의 단

   

  법원은 노드 장비  블룸버그수신기는 “오로지 BLP의 블룸버그 로페셔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여 BLP와 BLK, CPS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설치되고 고

객들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소의 징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BLP가 

그에 한 사실상 배타 인 지배권한 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단하여 장비를 고정된 사업장소로 인정하 다.193) 다만, BLP가  장소

192) 블룸버그 서버의 자정보는 일반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에게 달되기도 하 는데 

국내 고객의 약 21%는 노드 장비를 통하지 않고 일반 인터넷을 이용하여 블룸버그 

자정보를 사용하고 있었고, 고객의 약 60%는 고객수신장비가 아닌 자신의 개인 컴퓨터

를 이용하고 있었다.

193) 원심 결인 서울고등법원 2009.10.9. 선고 2007 27747, 27754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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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핵심 이고 본질 인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고정사업장

이 아니라고 단하 다. 

     ③ 분석

   우선, 노드 장비는 BLP와 BKL, CPS 등과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설

치되어 오로지 BLP의 사업을 하여 제공되는 장비이므로, BLP의 고정된 사업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194) 다만, 고객에게 직  서비스를 제

공하는 장비가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해 내부단계에서 

사용되는 장비, 본건에서는 정보송수신 장비가 하나 있다고 그 활동이 핵심 이

고 본질 으로 인정되는 는 드물 것이다. 반면, 블룸버그 수신기는 고정된 사

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 블룸버그 수신기는 고객들이 BLP로부터 임차

하여 그에 한 독 인 지배, 유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편의를 하여 사용하

는 장비이므로 BLP의 사업이 수행되는 BLP의 고정된 사업장소라고 보기 어렵

다.195) 고정사업장의 사업장소를 단할 때 가 독 으로 지배하고 유권이 

있는가가 요건은 아니지만,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고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하

여 고객들에게 제공한 설비를 그 회사의 고정된 사업장소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고정된 장소라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

이어야 하는데 고객에게 제공된 설비를 그 기업의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라고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조세조약에서 설비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약에 따라서는 조세조약에 의해 설비 자체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원천

지국 과세권을 확 하고 있다. 가령, 호주와 싱가포르간의 조세조약에는 각 체약

국의 기업은 다른 체약국에서 그 기업에 의해, 그 기업을 해 혹은 그 기업과의 

계약상 사용되고 있는 실질 인 장비는 고정사업장으로 의제된다고 명시하고 있

고,196) 한국과 호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97) 역

194) 장찬,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한 사례연구: Bloomberg Case를 심으로”, 

서울시립 학교 세무 문 학원 석사학 논문, 58면.

195) 장찬, 의 (주194), 59면.

196) 호주-싱가포르 간 조세조약 제4조 제3항: 다음의 경우 기업은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

장을 가지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 기업의 실질 인 장비가 그 기업과의 계약을 하여 는 계약 하에 사용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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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으로 호주가 OECD 모델과 다른  규정을 채택한 주된 동기는 호주의 천연

자원에 한 탐사와 개발 련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 과세권을 보호하고

자 한 것이라고 한다.198) 호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부분 유사한 조항이 있

는데 체코, 멕시코, 러시아와 조세조약에서는 장비라고 하고 있는 반면,199) 독

일, 국,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와의 조세조약에서는 련 규정이 없다.200) 호주

와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이 문제된 사안에서 호주 연방법원(the Full 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싱가포르 회사가 바지선을 호주의 납세자에게 리스한 결과 

그 싱가포르 회사는 호주에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았다.201) 따라

서 리스 사용료는 원천징수의 상이 아니며 싱가포르 법인의 소득에 하여 호

주에서 직  과세하게 된다. 조세조약상 명문 규정에 따라 바지선에 해 지리  

연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지선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리스한 

호주 기업이지 바지선을 소유한 싱가포르 기업으로 볼 수 없다. 즉, 일반 으로 

장비 리스의 경우 계약이 리스에 한정된다면 임 인(lessor)의 고정사업장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202) 개별 조세조약으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한 라고 할 수 

있다.  결 이후 호주가 체결하는 조세조약에는 임차인이 호주에서 임차한 실

질 인 장비를 사용할 때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하

다.203)

   (4) 사업장소 개념의 한계: 주식, 채권, 은행계좌의 경우

우

197) 한국-호주 간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다음의 경우 기업은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주요장비가 자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이용하는 는 그러한 탐사나 이용과 련된 

활동을 하는 동 기업과의 계약에 의하거나 동 계약을 하여 는 동 계약 하에 동 체

약국에서 12개월을 과하는 기간 동안 사용되고 있는 경우

198) A. Hamad, Rationalizing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ustralian Taxation Review 

35(2006), 52, 75면, Ekkehart Reimer, Stefan Schmid, Marianne Orell, Permanent 

Establishment- A domestic taxation, bilateral tax treaty and OECD perspective,  Wolters 

Kluwer, 2014, Australia-25에서 재인용.

199) 호주와 체코공화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1995) 제5조 제4항 (c)

200) Ekkehart Reimer 외, 의 책(주198), Australia-25

201) McDermott Industries (Aust.) Pty. Ltd. v. Commissioner of Taxation ([2005] FCAFC 67)

20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8

203) Ekkehart Reimer 외, 의 책(주198), Australia-26. 를 들어 최근 호주와 남아 리카 

공화국간 개정 조세조약에는 실질 인 장비의 운 (the operation of substantial 

equipment)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b)).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도 

설비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기 해서는 실질 인 장비를 유지(maintain)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b))  



- 50 -

  사업장소를 아무리 넓게 인정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의 개념상 물리  장소는 존

재해야 한다. 즉, 사업장소는 동산, 설비, 사무실 등 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을 

제하므로 단순히 지분, 채권, 무형자산, 은행계좌의 존재로는 고정사업장이 인

정되지 않는다.204) 일찍이 1928년 국제연맹 모델에서 계회사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분투자만으로 고정사업장 인정을 배제하 다. OECD 주석도 사

업장소가 기업의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토지, 건물, 설비나 장치를 가리킨다

고 함으로써 지분만 가진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205) 캐나다 법원 역시 외국 회사의 캐나다 은행계좌를 근거로 한 고정사업

장을 부인하 다.206) 따라서 주식과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주식 등이 

해당국가에 존재하는 사업장소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고정사업장 과세의 상

이 되고,207)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면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해 제한세율이 

용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 자본수입국가들은 외국 주주가 지분만을 소

유한 경우에도 그 자회사 자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거나, 주주가 자회사 경 에 

필요한 업무를 해 머무르는 자회사의 사무실 등을 사업장소로 보아 고정사업

장 과세를 시도한 가 있는데 이에 해서는 제4장 제3편에서 상술한다.

나. 특정 장소에서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할 것 (지리  연결성)

  (1) 기본 개념 

  지리  연결성 요건은 특정 장소에 사업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사

업장 제도는 구라도 그 나라 안에서 소득을 번다면 그 소득을 과세하려고 하

는 원천지국 과세 내지 속지주의(屬地主義) 과세를 실 하는 수단이므로, 지리  

연결성은 고정사업장 제도의 근본 인 요건이다. 통 으로 고정사업장은 사업

장소가 개별 장소(distinct place) 는 특정 장소(particular site)에 있어야 하므

로,208) 바다 에서 떠다니는 설비는 지리  장소에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204) Vogel, 337면.

20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

206) The Supreme Court in M.N.R. v. Tara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mpany Limited, 

72 DTC 6288 (1972)

207) Skaar, 122면.

20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5는 설비가 특정한 장소에 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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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209) 

  과거에는 사업장소가 땅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지만,210) 오늘날에는 

사업장소가 건물과 같이 실제로 땅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

다.211) OECD 주석 역시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설비가 토양에 실제로 고정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고 특정 치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한다.212) 

  사업장소가 반드시 에 보일 필요는 없고 가령 지하에 있어도 가능하다.213) 

독일의 학자 에는 사업장소가 공 에 있어도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는 주장하

는 견해도 있으나,214) 사업장소가 어도 조약의 할권이 미치는 토양이나 바다

에 있어야 할 것이다. 련하여 2006년 OECD 주석 개정 시에 인공 성이 고정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한 논의되었고, 인공 성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주석에 반 되었다.215)

  지리  연결성의 해석상으로도 다양한 쟁 에 견해 립이 있고, 여러 국가에

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2) 활동지역 체에 한 지리  연결성  움직이는 설비에 한 지리  연

결성 

  지리  연결성과 련하여 1963년 주석에서는 특정 장소(distinct situs)가 필요

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216) 1977년 개정으로 특정 지리  치에 연결(link)되

어 있으면 된다고 개정되었다.217) 연결(link)이 특정 장소(distinct site) 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므로 고정사업장 요건이 유연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218) 이 게 

지리  연결성 요건이 확 되더라도 재의 고정사업장 개념상 계속하여 움직이

209) Ekkehart Reimer 외, 앞의 책(주198), 44면.

210) Skaar, 126면.

211) Ibid.

21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5

213) Jean Schaffner, How Fixed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Series on International 

taxation, Wolters Kluwer (2012), 이하 “Shaffner”라 한다. 159면.

214) Debatin, Systematik IV ann. 51 in Korn/Debatin, 1 Doppelbesteuerung (looseleaf), Skaar, 

126면에서 재인용.

21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5.5

216) 1963년 OECD 조약 안 제5조에 한 주석 2

217)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5

218) Hans Pijl,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he proposed changes to the 

OECD Commentary with special reference to Dutch Case Law,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11 (2002), 5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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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업활동을 한다면 지리  연결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느 국

가에서 비거주자가 이동하면서 사업 활동을 하고, 실제 많은 돈을 벌어간다면 사

업소득에 해 과세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지리  연결성 개념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고정사업장 개념에서 배제한다. 를 들어 외국에 거주하면서 인  국가

에서 개인택시를 운 하는 사업자는 업을 하는 국가에서 특정한 장소에 치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원

천지국으로서는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더라도 그 국가에 존재하면서 지속 으로 

사업활동을 한다면 과세권을 확보하기를 원하지만, 고정된 사업장소는 원천

지국 과세에 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지리  연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지에 따라 고정

사업장 제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 를 들어 차고 등 별도의 사업장소가 

없는 택시 운 기사의 경우 택시 운 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땅과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택시가 활동하는 도로에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지리  연

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한 국을 돌아다니는 행상인(行商人)은 돌

아다니는 지역 체에 지리  연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이 게 

지리  연결성을 넓게 인정한다면 장소  개념은 실질 으로 의미가 없고, 단지 

그 국가에의 체류 기간과 사업활동의 내용만을 따지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행 조세조약상 특정한 지리  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아무리 넓게 해

석하더라도 지리 으로 연결된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지, 이동하는 넓은 공간 

체에 해 지리  연결성을 인정하긴 어렵다. 앞서 설명한 국제연맹 단계에서 고

정사업장 개념을 채택한 배경도 각국 정부가 방문하는 사업가들(visiting 

businessman)의 이익과 그를 통해 매된 상품에 해 외국기업을 과세하는 것을 

제한하기 한 것이었고, 과거 OECD에서도 행상인에게는 고정사업장 규정을 

용하지 않기로 명시 으로 논의한 을 고려하더라도 지리 으로 연결된 특정한 

장소가 요구된다고 이 타당하다.  

  1958년 OEEC 보고서  1963년 OECD 주석 안 작성시에는 행상인(itinerant 

merchants), 보따리상(peddler), 뱃사공(waterman)에 한 특별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되는지에 하여 상당히 깊게 검토되었는데,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고 일반 으로 행상인은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고 결정되었

다.219) 이를 규율하기 한 특별 조항을 도입할 수 있었지만, 일반 으로 행상인

은 수입이 고, 거주지국이 아니면 과세하기는 어려우므로 특별 조항은 포함되

219)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 주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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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한다.220) 결국, 거주지국 과세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

는데,  논의는 고정사업장 개념이 움직이는 넓은 지역 공간 체에 한 지리

 연결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요한 논의로 볼 수 있다.

   행상인에게 지리  연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이다. 이

동하는 차량은 지리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어 고정된 사업장소로 인정되기 어

렵다. 택시기사가 이동하는 ‘도로’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는 후술할 장소에 

한 사용권 요건과 연결되어 논의하는 견해가 있지만, 사용권을 따지기 이 에 

지리  연결성이 없고 국가 체를 돌아다닌다고 하여 특정 장소에 치한 사업

장소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독일 결도 항상 다

른 장소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기사에 하여는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는데, 독일 법원은 유일한 사업장소는 땅과 고정된 연결이 되어 있는 택시 기

사의 집이므로 택시 기사는 고정된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221) 

사업장이 없는 택시 기사 사례를 해결하는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세조약에 

서비스 고정사업장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지만,222) 이런 명문 규정이 없이 도로 

자체를 고정된 사업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원천지국의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수입을 얻을 경우 그 국가와의 경

제  연결성이 있으므로 그 이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고

정된 사업장소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A 국가에서 활동하는 B국 거주자인 택시 

기사의 차고가 A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고, A국가 국경의 B

국에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래되는데, 원천지

국 입장에서는 합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인 라를 구축하 고, 기업이 이런 인 라를 이용한 이상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실질 인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 고정사

업장 제도는 그 국가의 인 라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직  고려하지 않고, 특정

한 사업장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실질  연 성을 단하고 있고 이것이 고정

사업장 제도의 요체이다. 이런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1963년 OECD의 

논의에서도 확인되듯이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수입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

늘날 행상인이나 외국의 택시기사 등 실제 활동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가의 움직이는 시설을 두고 그 시설을 운 하는 인  시설을 통해 

220)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 주석 6

221) Bundesfinanzhof, 18 October 1962, IV 319/600, BStBI III 1963, 38. Schaffner, 165면에

서 재인용.

222) Schaffner,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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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에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사업활동을 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원천지국에

서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과세하고

자 할 것이다. 물 , 인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을 하면

서 수익을 얻는다면 물  시설의 이동성에 따라 그 국가와의 실질  연 성이 

달라질 이유가 없으므로 원천지국으로서는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

다. 이에 움직이는 시설에 해 지리  연결성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발견된다. 

  첫째는 앞서 언 한 호주와 싱가포르 간 조세조약과 같이 설비를 고정된 사업

장소로 보는 명문 규정을 두어 움직이는 설비라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경우

이다.223)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에서는 선박 등 움직이는 시설에 해 고정

사업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는 가 있다. 를 들어 한국이 나마와 체

결한 조세조약은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 270일을 과하는 단일 기간 는 

통산한 기간 동안 천연자원의 탐사 는 개발을 한, 는 그 탐사 는 개발과 

련된 활동에서 구조, 설치물, 굴착장치, 선박 는 그 밖의 유사한 요 장비의 

사용”을 고정사업장으로 포함시킴으로써,224) 천연자원 탐사를 한 움직이는 선

박도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해석에 의해 이동하는 시설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 가 있다. 

국 회사가 랑스 내륙 수로를 운행하는 3개의 크루즈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는

데(미국 모회사가 미국 내 고와 매를 담당함) 랑스 법원은 세 개의 크루즈 

선박이 국 회사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구성하기 충분하다고 단하 다.225) 크

루즈는 일반 선박과 달리 넓은 공간에 고  숙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움직이는 

호텔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호텔이 내륙 수로를 운행한다면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단의 배경으로 보이지만 택시 

기사의 사례처럼 명문 규정이 없이 움직이는 선박을 고정된 사업장소로 보기 어

렵다.

  결국, 행 제도 하의 과세권의 타 은 ‘이동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한 지역 체에 해 지리  연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개별 조

약이나 해석을 통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확인된다.

  

223) 호주-싱가포르간 조세조약 제4조 제3항

224) 한국- 나마간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다목

225) Conseil d’Etat, 23 November 1992, No. 94137, Amar Mehta, Permanent Establishment in 

International Taxation, Taxmann Publications, 59-6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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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러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의 고정성 인정 기  

    (가) 문제  

 

  다음으로 사업장소를 변경하거나 여러 사업장소에서 사업활동을 할 때 지리  

연결성의 요건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특정한 사업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A

도시, B도시, C도시 등 사업장소를 옮기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된 사업

장소가 인정되는지의 문제이다.  

  를 들어 노르웨이의 법원은 한 국가에서 600일 이상 활동하 다고 하더라도 

2개의 도시에 걸쳐 있는 다른 여러 사무실에서 50번이 넘는 체류로 분산되어 있

다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226)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통 인 고정사업장 개념에서는 특정한 사업장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고정성 요건을 ‘특정한 하나의 장소에 사업활동을 할 것’이라고 엄격히 해석하면 

장소를 옮기면서 활동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없게 되고 고정사업장 

성립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원천지국으로서는 여러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하더라

도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에 조약에 따라서는 명시 으로  요건이 넓게 인정되도록 규정하기도 한

다. 를 들어 벨기에와 랑스 간 조세조약에서는 “시설이 극장 공연, 능, 혹

은 어떤 종류의 게임의 조직자 는 로듀서, 서커스 는 박람회장 직원, 순회

하는 행상, 장인 는 이 조항의 범  내에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용 가능하고, 이 시설들이 1년  어도 30일 이상 그 국가에 있는 경우 고정사

업장이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정된 장소에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고 있다.227) 벨기에 법원은 랑스 회사가 각 1주일 이내

던 17개의 다른 무역박람회에 1년간 참가하여 헬스 어 제품을 매한 사안에

서  조항을 근거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228) 이러한 개별 조항이 없는 경

우,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타 은 여러 장소들이 ‘상업 , 지리  연 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소로 본다는 것인데 그 요건의 의미가 매우 불명확하여 해

석상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226) Norwegian Supreme Court, Høyesterett, in Rt. 752, 761, Vogel, 351면에서 재인용.

227) 벨기에- 랑스 간 조세조약 4(4)(h) 

228) Ghent Court, 15 May 2008, Frank Dierchx, How “Permanent” Should a “Material 

Permanent Establishment” Be? European Taxation January 2009, 3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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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리  연결성 확 를 한 요건: 상업 , 지리  연 성 (Commercial, 

Geographical Coherence)을 통한 총 근법

  OECD 주석은 지리  연결성을 확 하고 있다. 즉, OECD 주석은 일정한 범  

내에서 이동하는 사업에 해서도 고정된 장소를 인정할 수 있다며 그 기 으로 

“사업의 성격상 이동하며 활동하는 장소 내에서 특정 장소가 사업에 비추어 상

업 으로(commercially) 한 지리 으로(geographically) 긴 한 체  연 성이 

있다면(상업 , 지리  연 성) 일정한 단일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

여 여러 장소를 하나로 보는 총 근법을 인정하고 있다.229) 상업 , 지리  연

성은 1977년 이후 건설 고정사업장에 유사한 문구가 있는 것에 기 하여 2002

년 OECD 재정분야 원회(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의 고정사업장 보고서에

서 채택되었다. 상업 , 지리  연 성 개념의 도입으로 고정성 요건은 유연하게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조세조약에서 실질과세원칙(substance-over-form approach)

이 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230)

  ‘상업  지리  연 성 기 ’에 따라 하나의 로젝트의 일부들을 모아서 단일

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을 회피하기 해 하나의 사

업을 의도 으로 쪼개는 것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 , 지리  연 성은 

불명확하고 불안정한 개념으로서 해석상 여러 문제가 있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 

여러 사무실을 사용한다면서 하나의 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상업 , 지리  연

성이 인정된다는 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231) OECD 주석이 로 든 큰 규모의 

하나의 산에서 사업활동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고 해도 산업

과 련하여 동일한 지역  상업  단 라면 단일 사업장을 구성하는 것도 타당

하다.232) 그러나 를 들어 서울시내에서 여러 빌딩에서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경우 지리  연 성이 있는지, 일정한 구 는 동 안에서 옮겨 다니는 경우 등 

어느 범 까지 지리  연 성을 인정할지 기  설정이 어렵다. 지리  장소의 불

명확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상업  연 성을 보다 요한 기 으로 용해야 하

고, 상업  연 성이 강하다면 지리 으로 다소 떨어진 곳이라도 체 으로 하

나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OECD 주석은 상업  연 성에 해 고객의 에서 악하고 있다. 를 들

22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5.1 

230) Vogel, 369면.

231) OECD 주석에서도 컨설  회사가 호텔을 정기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호텔 건물

이 단일 사업장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5.2

23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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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화가(painter)가 형 사무용 건물에서 여러 명의 서로 련 없는 고객에게 여

러 개의 서로 련 없는 다른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일 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하나의 계약에 의해 한 명의 고객을 해 

그 건물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단일 사업장이라고 설명한다.233) 상업  연

성은 고객이 동일한지, 직원과 장비가 동일한지, 계약이 동일한지 등 여러 요소

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234)

  만약 상업 , 지리  연 성이 있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매우 넓게 인정한

다면 고정사업장에서 고정된 사업장소는 큰 의미가 없어지고 주로 사업기간의 

문제만 남게 될 것이다. 이 게 상업 , 지리  연 성을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 

것인가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세수 분배에 있어 매우 요한 문제이나 명

확한 기 을 정하기 어렵다. 

    (다) 문제된 각국의 사례

  3명의 노르웨이 어부가 알라스카 인  해양 내에서 어업기간 동안 사용하는 

어선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어선은 명백히 사업장소

이기는 하지만 고정된 사업장소는 아니라고 보았다.235) 행 규정상 인  해안을 

돌아다니는 경우에 고정된 장소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제품 매의 경우 앞서 설명한 로 1958년 OEEC 보고서  1963년 OECD 주

석 안 작성시 행상인은 규모가 작고 거주지국이 아니면 과세하기 어려우므로 

특별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236) 따라서 이동하여 제품을 매하는 경우에 일

반 인 기 - 상업 , 지리  연 성을 기 으로 단하게 되고, 여러 시장 내에

서 매 (stand)를 설치하는 경우 특정한 고정된 지 이 있으므로 이들 간에 상

업 , 지리  연 성이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다.237) 미국의 규는 

스 스의 자 업자가 여러 미국 숲에서 숙련된 스 스 피용자의 도움을 받아 벌

목 장비의 사용법을 보여주고 장비를 매한 경우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는

데,238)  규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체의 리인(agent)으로서 장비 매 계약

23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5.3

234) Ekkehart Reimer 외, 앞의 책(주198), 64면.

235) Norwegian Supreme Court, Høyesterett in Rt. 1984, at 99 (Utv. 1984, at 191), Skaar, 

128면에서 재인용.

236)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 주석 6

237)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5.2: 같은 이유로 상인이 보행거리, 야외시장 혹은 박람

회의 여러 장소에 매 를 정기 으로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이 된다. 

238) Revenue Ruling 56-165



- 58 -

을 체결하 다는 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239) 그러나 이 게 해

석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정된 사업장소 요건은 불필요하게 되므로 행 규

정상 리인 고정사업장을 이 게 넓게 보는 것은 고정사업장이 고정된 사업장

소를 요구하는 것과 체계상 맞지 않다.

   스토랑, 호텔, 극장 등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이 특정한 장소일 경우 지리  

연결성 요건(location test)은 충족된다.240) 반면 음악 순회공연(musical tour)은 고정

된 장소가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241) 미국에서는 14개월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공연한 뮤지컬 순회공연(musical tour)에 해 공

연히 하나의 장소에 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았

다.242)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호주의 공연 회사가 3년간 순회공연을 한 사안에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243) 재의 OECD 모델조약상으로 공연과 같이 사업의 

개념상 매우 짧은 기간만 되는 사업은 모델조약 제17조( 능인과 체육인)에

서 별도로 규정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여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조세조약의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려면 비거주자의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여야 한다.

 

  (4) 트 십(Partnership)의 지리  연결성

  트 십(Partnership)과 같이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하여 단체가 아니

라 그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투과과세단체244)에서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지리  연결성이 문제된다. 구체 으로 외국기업이 트 인 트 십이 국내

에서 활동할 때 그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미국 트 십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는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이고 그 트 십이 미국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진 경우 트

십의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 인정 목 상 트 인 비거주자에게 귀속되

는 것으로 보고 있다.245) 트 들이나 트 십의 직원들이 그 국가에서 활동을 

239)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10면.

240) Rev. Rul. 67-321 1967-2 C.B. 470.

241) Skaar, 132면.

242) IRS letter ruling 79-24-025, IRS letter ruling 78-02-038

243) 17 August 1965, case 5 3 N.S.T.B.R. 49 (1965), Schaffner, 155면에서 재인용.

244) 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1836 결은 단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투

자자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pass-through 방식의 단체를 세법상 “투과과세단

체”로 부르고 있다. 

245) Richard E. Andersen 의 (주162), 16면. Unger v. Comm’r, 936 F2d 1316 (DC 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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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지리  연결성이 인정된다.246) 선례 인 사건은 Donroy 건으로 미국법원은 

1942년 미국-캐나다 간 조세조약상 유한책임 트 십(Limited Partnership)은 그 

트 들의 집합으로 취 되어야 하고 각 트 는 트 십 자산에 한 분할되

지 않는 지분을 가진 것으로 취 된다고 하면서, 트 십이 활동을 하고 각

각의 트 가 트 십 사업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각각의 트 의 사업

장소가 있다고 보았다.247) 과세 청 규도 같은 입장이다.248) 

  트 십은 세법상 투과과세단체로서 트 십이 아닌 트 를 기 으로 조

세조약이 용되므로 트 십 자체의 고정사업장의 존재로 인한 효과도 트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즉, 트 십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면 그 세법상 

효과는 트 들에게 바로 귀속되므로 트 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 

트 십에 한 세법상 취 과 일 된다. 트 들은 트 십을 통해 그 국가와

의 실질 인 연 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OECD 주석 개정안249)에서도 세법

상 투과과세단체인 트 십에 한 고정사업장 개념 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안은  선례들과 동일하게 트 십이 한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갖는다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한 각 트 들의 지분은 트 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얻은 이익이 된다고 설명한다.250) 

  건설 장에서 컨소시엄과 같이 형식 인 트 십 약정이 없더라도 실질 인 

동업 계의 표지가 있으면 동일한 법리가 용될 수 있다. A와 B가 공동사업을 

하는데 B만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A에 하여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의 

1991) (메사추세츠 부동산 트 십의 유한책임 트 음) Donroy, Ltd. v. United 

States, 301 F2d 200 (9th Cir. 1962) (캘리포니아 트 십에서 캐나다인인 유한책임 

트 ) Johnston v. Comm’r, 24 TC 920 (1955) (캐나다 납세자가 미국 트 십과 미국에 

미국 트 십 명의로 미국에 소를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합의하고 이익을 50:50으로 

나  사안)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15면 각주 138.

246) Vogel, 366면.

247) Donroy, Ltd. v. United States, 301 F2d 200 (9th Cir. 1962)

248) 독일에서 조직된 트 십으로 한 트 는 독일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다른 트

는 미국 사업장에서 활동한 경우, 독일 사업장에서 활동한 비거주자 트 도 미국에

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Rev. Rul. 2004-3, 2004-1 C.B. 486 

249) OECD는 고정사업장에 한 제 이슈를 검토한 후 2012. 10. 19. 보고서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ECD, 12 October 2011 to 10 February 2012”를 발행하 고 2013년에 수정

본(OECD Model Tax Convention: Revised Proposal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 October 2012 to 31 January 2013)

을 발행하 다. 이하 2013년 수정본을 축약하여 “2013년 OECD 보고서”라 하고  보

고서에서 제안한 개정안을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개정안”이라 한다. 2014년 

OECD 모델조약 주석 개정시  보고서 내용은 반 되지 않았다.

25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개정안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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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를 들어 트   한 명이 미국에서 트 십으로서의 활동을 수행

한다면 미국과의 연 성(nexus)은 다른 트 들에게도 인정된다.251) 이 경우 비

록 트 십의 본사가 제3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도 미국법상 각 트 들은 

다른 트 의 리인으로 여겨지므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있

다.252) 

  미국 회사가 화해계약(settlement)에 따라 노르웨이 회사의 총소득의 일정 비율

을 받기로 한 사건에서(미국회사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노르웨이 회사의 활동

에  여하지 않음) 노르웨이 법원은 총소득의 일정비율에 한 지분은 노

르웨이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단하 다.253) 반면 미국에서는 합작사업

으로 인한 고정사업장 인정에 엄격하다. A국 법인과 미국 법인이 생산품의 일정

부분을 각자 생산하고 비용분담 약정에서 개발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각 법인은 부품을 다른 회사에 보내고 각 부분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 후 각자

가 그 부품을 자신이 생산한 부품과 합하여 조립하고 각 회사는 완성된 각자의 

상품을 공동 소유한 매회사에 매하면서 총 매 액은 실제 비용과 무 한 

방식으로 배분한 사례에서, 미국 과세 청은 비용을 배분하지 않았으므로 트

십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A국 법인이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54) 외국법인이 고정된 사업장소 없이 국내 회사와 력 계에 있다는 

이유로 동업으로 단되어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면 측가능성이 히 침해

될 수 있으므로 동업계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은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소결: 지리  연결성 요건에 한 과세권의 타 과 망

    

  지리  연결성 요건은 지 , 공장 등 통 인 고정사업장의 모습에서 벗어난 

사업형태에서 어느 범 까지 고정된 사업장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요한 쟁 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리  연결성 요건이 아무리 넓게 해석하더라

도 활동하는 지역 체에 한 지리  연결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는 행상인,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 1963

년 OECD 주석 안 작성시 행상인에 한 특별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 

수입이 크지 않다는 실이 고려되었고, 이동하는 설비, 시설 자체는 지리  연

251)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17면.

252) Richard E. Andersen, 의 (주162), 17면.

253) Essence d’Oriente, Norwegian Supreme Court, Høyesterett in Rt. 1956, at 943 (Utv. 

1956, at 517), Skaar, 173면에서 재인용.

254) IRS in Ltr. Rul. 792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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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움직이는 설비나 선박을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개별 조

세조약이나 크루즈 선박을 사업장소로 인정한 랑스 결에서 확인되듯이 움직

이는 시설에 해서도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들이 있다. 이동하는 사

업활동에 해서 OECD에서 받아들여진 타 은 여러 장소가 상업 , 지리  

연 성을 가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매우 불안정한 

개념이고 각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확립된 기 을 찾을 수는 없다.

  결국, 고정된 사업장소 인정을 해서는 특정한 장소가 존재해야 하고, 수 개

의 장소에 옮겨 다닌다면 장소간의 긴 한 연 성을 요구한다는 재의 불안정

한 개념에 근본 인 변화는 없겠지만 개별조세조약이나 각국의 해석에 의해 지

리  연결성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 항속성 요건(Permanence Test): 어느 정도 계속 되어야 고정되었다고(fixed) 

할 것인가 

   (1) 개념

  항속성 요건의 기본 개념은 사업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소가 

단순히 일시  성격이 아닌 어느 정도의 항속성(permanency)이 있어야만 고정사

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255) 고정사업장은 ‘고정’(fixed)되어 있어야 하므

로, 개념상 물리 으로 항속성이 있어야 하고 단지 일시 인 것이라면 고정되었

다고 볼 수 없다. 항속성 요건은 사업장소 자체에 용되는 것이 아니라(모든 건

물, 공장, 사무실은 특정한 장소에 지속 으로 치하고 있다), 그 사업장소에 

한 사용  사업활동에 해 용된다고 이 타당하다.256) 항속성은 원히 지

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시 의(temporary) 반  정도의 의미이다.257) 

OECD 주석도 고정사업장은 어느 정도의 항속성(a certain degree of permanency)

을 갖추어야 하고, 단지 일시 인 성격의 것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설명

한다.258) 사업활동이 일시 이고, 지속 인 것이 아니라면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와의 실질 인 연 성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물리 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2항의 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25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

256) Skaar, 209면.

257) Skaar, 210면.

25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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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서 사업활동이 일시 인 것이라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 문제는 

구체 으로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있어야 임시 인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인

데 지속성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개념이므로 해석상의 여러 립과 갈등이 존

재한다. 

 

   (2) 항속성을 인정하기 한 기간 (Factual Duration Test)

    (가) 필요성

  OECD 주석은 고정사업장 인정을 해서는 사업장소가 단순히 일시  성격이 

아닌 일정 정도의 항속성(permanency)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259) 구체 으

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일시  성격이 아닌지에 하여 특정한 기간이 그 

기 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12개월 는 6개월 등 특정한 기

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지지하는 견해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기 한 기

간에 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다는 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특정기간을 

정해놓지 않는 것은 사안에 따라 조세조약을 유연하게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6개월 요건을 비 하면서 기간요건은 개별 사안의 구체 인 사실

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260) 같은 맥락에서 고정사업장 규정

은 최소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건설 조항의 12개월 요건이 최소 

기간이 건설 작업 이외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을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가 있

다.261) 그러나 고정사업장 규정상 최소 기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이 

계속 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이 입증된 경우가 아닌 한 통

인 고정성 요건의 해석과 일치되지 않는다.262) 구체  사실 계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일률 으로 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면 항구성이 인

정되는지에 한 기 을 마련해 놓는 것이 납세자에게 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원천지국 과세권에 한 한계기능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

므로 기간 요건은 필요하다.

25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

260) Otto H. Jacobs, Internationale Unternehmensbesteuerung, 7. edition, C.H.Beck, 2011, 287, 

Schaffner, 152면에서 재인용.

261) Joel Nitikman, The Meaning of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1981 U.S. Model 

Income Tax Treaty, Part I, 15 The International Tax Journal 159, (1989), 166면.

262) Skaar,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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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항속성이 인정되기 한 기간

  기간에 한 여러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통상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된 사업장

을 통해 사업을 행한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유지되

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OECD 국가들은 6개월이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지속성의 기 으로 합의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263) 

2003년 국제조세 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IFA) 뱅쿠버 회의 보고서

(general report)도 6개월을 최소 요건으로 제안하고 있다.264) OECD는 6개월을 기

으로 제시하고 있지만,265) 지속성이 인정되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미국

에서는 통상 1년 이하면 일시 인 것으로 간주된다.266) 1년 보다 더 긴 기간도 

일시 인 것이 될 수는 있으나, 덴마크 회사가 뉴욕의 세계 박람회(New York 

World’s Fair)에서 1964년에 6개월, 1965년에 6개월(18개월  총 12개월) 동안 

스토랑을 운 한 사건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았다.267) 반면 미국의 연 인 

사건에서 10주에서 3개월간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단되었다.268) 

나아가 미국과 룩셈부르크의 할 청은 5개월간의 경 활동으로는 충분치 않다

고 합의하 다.269) 독일의 법원은 독일 국내법의 해석에 한 사안이지만 6개

월이면 일반 으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고,270) 노르웨이와 

독일 간 상호합의에서는 6개월간의 기간이 독일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기 충

분한 것으로 보았다.271) 한국의 과세 청은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조립  

설비에 따른 감독 용역 제공시 6개월을 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 용역

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272) 6개월이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기간은 국가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지만, 

263) Schaffner, 151면.

264) Jacques Sasseville, Arvid Skaar, Is there a permanent establishment? General Report,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ume 94a, Sdu Uitgevers, 2009, 29면.

26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

266) Rev. Rul. 77-45, 1977-1 CB 413

267) Rev. Rul. 67-322, 1967-2 CB 469

268) 콘서트 투어에 한 IRS in Ltr. Rul. 79-24-025

269) 미국 재무부가 1962년 미국-룩셈부르크 조약상의 “항속성(permanence)” 요건의 해석에 

하여1964년 5월 14일 룩셈부르크에 보낸 서신. Skaar, 221면.

270) Finanzgericht München in EFG 1986, Skaar, 221면에서 재인용.

271) 1982년 7월 16일, 1990년 6월 14일 노르웨이와 독일간 상호합의, Skaar, 221면에서 재

인용.

272) 국제세원-435, 200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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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6개월이 통용되는 기 으로 자리 잡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문제된 특정 

사례에서 단의 재량을 갖고 구체  타당성을 찾고 싶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273) 건설 고정사업장 규정처럼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측 

가능성을 높이기 해서 바람직 할 것이다.

  

    (다) 활동이 간에 단된 경우

  활동이 간에 단된 경우 지속성 요건 단을 한 사업기간의 산정이 문제

된다. OECD 주석에서는 “고정사업장은 고정된 사업장소을 처분하거나 그 장소

를 통한 활동을 종료함으로써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련된 모든 행 와 수단들이 제거되는 때( 재 사업의 철수, 설비의 유

지  보수)”라고 하면서,274) 운 의 일시  장애는 종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다.275) 즉, 사업활동이 일시  장애로 단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건설 고정사업장을 단할 때 날씨 등 계  요인에 

의한 단, 원재료 부족에 따른 일시  단은 지속성 단을 한 사업기간으로 

산정된다.276) 우리 법인세법 시행규칙도 건설공사의 경우 “날씨가 고르지 못하는 

등 계  요인이나 자재 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 으로 

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 으로 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277) 건설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활동에도 일반 으

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항속성 요건의 완화를 통한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

  (가) 반복  활동의 경우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고정된 장소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활동이 반복될 경우 여러 기간을 합하여 항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혹은 장기간 

273) Vogel, 347면.

27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1

27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1. 가령 Rev. Rul. 67-332, 1967-2 CB 469 사건에서 

1964년과 1965년 세계 박람회 사이의 6개월간 스토랑을 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276) Skaar, 225면.

27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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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단기간에 끝난 경우에도 항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

제된다. OECD 주석에서는 ６개월 요건의 외로 사업활동이 반복  성격을 갖

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를 사용한 기간이 장소를 

사용한 횟수와 결합하여(수년에 걸쳐 있을 수 있음)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다.278)  

  캐나다 법원은 단기간의 사업활동이 수년간 반복 으로 수행된 경우 고정사업

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캐나다에서 연 1-2개월의 정기 인 활동을 수년간 한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279) 반면, 다른 사건에서 캐

나다 법원은 다른 수년간 매년 1회 캐나다에 와서 2-3주간 머무르면서 이동식 주

택이나 부스에서 물건을 팔고, 시실을 차린 비거주자인 상인에 해 “캐나다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체 으로 기업의 상당한 부분에 이르 다”는 이유로 미

국-캐나다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280) 독일 하 심 법원은 매주 

세 개의 다른 시장에서 각 시장별로 1-2일간 사업활동을 한 매상이 독일에 고

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았다.281) 한국의 과세 청 역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

원카드 매용역을 계약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 마

으로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카드 매 행 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282) 반면 인도 법원은 1주일간의 골  토 먼트는 비록 1

주일이 형 인 행사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

면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단하 다.283)

  한 고객과의 장기간 계약에 따라 사업활동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

이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각각의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까지 정기 으로 당해 국가를 방문하는 자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아무리 단기간이라도 지속 으로 사업활동을 반복한다면 사업소득

에 해 과세할 만큼 그 국가와 경제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무 

짧은 기간을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모두 합하는 것은 “고정된”(fixed) 장소

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언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 상하기 어렵다. 를 

들어 6개월을 고정성의 기 으로 볼 때, 매년 7일간 20년 이상 있다고 하여 항속

27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

279) Shahmoon v M.N.R.,[1975] CTC 2361

280) Fowler v. MNR, 8 August 1990, [1990] 90 DTC 1834,  결에 한 분석은 Nathan 

Boldman, Fowler-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Canada-U.S. Treaty, Tax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20.1 (Jan 11, 1991):38 참조.

281) Finanzgericht Münster in EFG 1966 501면, Skaar, 225면에서 재인용.

282) 국업 46500-427, 2000. 9. 14.

283) Golf in Dubai, LLC v. DIT (2008) 174 taxman 480 (AAR-New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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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 언제 고정사업장이 성립

하는지 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고정사업

장이 인정되므로 과거에 얻은 소득은 과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OECD는 짧은 기간이라도 반복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인정하고 있고,284) 소 하

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85) 국가 간에 이해 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데, 독일은 특정 연도에 최소한의 항속성 요건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OECD의 입장에 이의(observation)를 유보하 다.286) 

  (나) 동기나 사업의 속성을 근거로 완화된 기 이 용가능한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있으나 사업장소가 항속성을 가질 것을 의도하 다

면 항속성 요건을 충족하 다고 보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287) 가령, 고정사업장

이 인정되는 기간이 12개월이라고 가정하고 향후 10년 동안 생산  매를 할 

것으로 공장  매시설을 설립하 는데 외부 사정으로 11개월 만에 폐업한 경

우 11개월 동안은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사업소득에 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논리이다.288) OECD는 기업활동이 특수한 상황(납세자의 사망, 투자 실패)

으로 조기 청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짧은 기간 존속한다고 해도 고정사

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89) 동기 요건은 고정된 사업장소가 항속

성을 지녔는지를 단함에 있어 실제 사업장소의 존재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활

동의 성격도 고려하는 것이지만, 동일한 사업활동 기간에 하여 사업활동의 성

격에 따라 항속성 요건의 인정이 달라지는 것은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침

해하는 문제가 있다.290) 

  반 로 속성상 단기 사업이라는 반 의 동기를 갖고 실제 단기간만 사업활동

을 한 경우에는 어떤가? OECD 주석은 사업장소가 매우 단기간 존재하 다고 해

28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1

28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3

286)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5.8

287) Skaar, 217면.

288) 동일한 취지로 사업장소가 당  단순히 일시  목 을 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특수여건( : 납세자 사망, 투자실패 등)으로 인하여 폐쇄됨으로 말미암아 실제

로는 단기간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정도의 계속성을 만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견해로 이용섭·이동신, 앞의 책(주160), 203면

28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3

290) 청산 역시 일반 인 사업 과정의 일부로서 다른 이유로 사업활동을 단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Vogel,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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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업의 속성상 그러한 단기간 동안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고정사업장

을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91) 그러면서 OECD는 그 국가에서만 배타

으로 수행되는 사업활동인 경우에는 사업성격상 단기간일 수 있지만 그 국가에

서만 사업을 수행하므로 그 국가와 련성이 크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인정

한다.292) 기업활동이 제한된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업의 유일한 사업일 

경우에는 기업활동의 부가 짧은 기간 동안 원천지국에서 모두 실 되었으므로 

원천지국 과세가 타당하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293) 앞서 언 한 캐나다 법원 

사건, 즉 수년간 매년 1회 캐나다에 와서 불과 2-3주간 머무르면서 이동식 주택

이나 부스에서 칼과 주방용품을 팔고, 시실을 차린 비거주자인 상인에 해 고

정사업장을 인정한 사건은294)  법리로 정당화 될 수 있고, 경주마가 미국에서 

경마시합에 두 번 참석하 다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었을 것이라는 미국 행정해

석295)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고정사업장 제도의 근본에 닿아 있다. 즉, 엄 한 의미의 고정된 사

업장소가 없더라도 사업활동의 부가 자국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 국가가 과세

할 만한 정도의 연결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 논리 으로 옳고 목 론  

해석에 따라 단기간의 사업도 고정사업장 과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296) 기업활동의 부가 원천지국에서 모두 실 되는 경우 원천지국과 경

제  연결성이 강한 것이 사실이므로 원천지국 과세가 정당화 될 수 있다. 다만 

고정사업장 제도의 근간은 고정된 사업장소의 존재하는지를 원천지국 과세권의 

한계로 보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을 고수할 때 납세자의 그 국가와의 연 성이 

제 로 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정성 요건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짧은 기간 동안 기업활동의 부가 

원천지국에서 실 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성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은 행 고정

사업장 규정에서는 도출되기 어려운 해석이다. 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비거주자가 자국에서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사업수행 

국가에서 고정사업장 인정이 달라지고, 원천지국에서 동일한 활동에 해 ‘그 기

업이 외국에서 다른 활동이 있는가’라는 다른 요소에 따라 과세권을 결정한다는 

29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

29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

293) Schaffner, 148면.

294) Fowler v. MNR, 8 August 1990, [1990] 90 DTC 1834

295) Rev. Rul. 58-63 1958-1 C.V. 624

296) 이창희, 앞의 책(주15), 308면, 이창희 교수는  사례들을 로 제시하며 고정된 사

업장소라는 개념이 과세권 배분이라는 기능을 제 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

에 없다고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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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있다. 연 으로도 1963년 OECD 모델 도입 당시 행상인 등 이동하는 

사업자에 해서는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기로 논의하 고, 원천지국 과세권

을 확 한 1943년 멕시코 모델에서도 가끔 있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5) 소결: 항속성 요건의 유연화

  반복  활동에 한 여러 국가의 다양한 해석과 OECD 주석에 한 독일의 이

의297)에서 확인되듯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이해 계가 달라 항속성 요건에 

한 확립된 기 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항속성 요건이 유연화 되어 원

천지국 과세권이 확 되는 경향성은 확인된다. 통 인 고정사업장은 특정 장소

에서 계속 머무르며 오랜 기간 사업을 하는 모습이었으나 재에는 상품, 노

동,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 외국기업이 단기간 사업을 하더라도 그 국가와의 실

질 인 연결성을 갖고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에, 갈수록 단기간만 머무르더

라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함으로써 고정사업장 인정을 확 한 경향이 있다. 그 결

과 OECD 주석은 일시 인 활동이 반복되거나, 유일한 사업인 경우에는 임시

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 국가와의 연결성을 인정하

여 고정사업을 인정하고 있다. 항속성 요건의 유연화는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보

라는 고정사업장의 기능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단기간 사업에 한 고

정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라. 소결: 고정성 요건의 타

  고정사업장 인정을 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소 즉, 특정장소에 에 보이는 물

리  공간(사업장소)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는 고정사업장의 기본 요건이자 통 인 모습이었

다. 그러나 특정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더라도 원천지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원천지국 과세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1963년 OECD 모델조약 주석 안 작성시 이동하여 활동하

는 사업에서 활동지역 체에 한 지리  연결성은 인정되지 않음을 제로 행

상인 등에 한 특별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논의되었으나 과세의 실익이 크

297) 자세한 내용은 이 의 ‘제3장 제1편, 2.다.(3)(가) 반복  활동의 경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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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고, 호주-싱가포르 조세조약처럼 조약 자체에 장비를 고정

사업장으로 포함시켜 이동하는 시설에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거나, 크루즈 선박에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등 해석을 통해 인정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OECD는 지

리  연결성을 확 하기 해 상업  는 지리 으로 긴 한 연 성이 있는 다

수의 사업장소는 하나로 본다는 유연한 기 을 채택하 다. 지속성 요건에서도 

짧은 기간의 반복  활동이나 지속성을 가진 것으로 의도한 활동 등에 고정사업

장을 인정함으로써 실제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인정

함으로써 고정사업장이 확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고정성 요건의 유연화만으로 원천지국 과세권을 얼마나 확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를 들어 속성상 단기의 사업이거나, 지속성을 가진 

의도는 있었으나 실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을 만큼의 단기간만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큰 이익을 얻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특히 OECD 주석에서 제시한 ‘짧

은 기간 동안 활동하지만 그 활동이 기업의 유일한 사업일 경우에는 고정된 사

업장소를 인정한다’는 기 을 용함으로써 원천지국 과세를 정당화 할 정도의 

원천지국과의 연 성을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사업활동이 없는 

비거주자가 단기간만 활동하면서 큰 이익을 얻는 경우란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논의되는 완화된 기 을 용하더라도 기실 거주지

국의 세수의 상실이 크지 않고 단순히 이론 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원

천지국에서도 요하게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298)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를 해 

보다 요한 요건은 아래에서 분석할 장소에 한 사용권과 고정사업장을 통해 

되는 사업의 내용이다. 

3. 장소에 한 사용권 (The Right of Use Test)

가. 개념  필요성

   (1) 사용권 요건의 요성

  고정사업장을 둘러싼 과세권 립의 긴장 계를 확인시켜 주는 요한 쟁 은 

사용권 요건이다. 를 들어 기업이 외국에 인력을 보내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298) 통 으로 고정사업장을 폭넓게 인정해온 한국에서도 지리  연결성이나 지속성 요

건이 다투어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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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공장 등 고정된 사업장소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호텔이나 거주지에 머무

르거나 고객의 사무실 등 고객이 치한 장소에 방문하게 된다. 따라서 원천지국 

내에서 인  활동이 존재하는 이상 그 인력이 치한 에 보이는 물리  시설

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직원이 단순히 호텔에 머무르거나 고객의 회사에 

방문하여 고객과 회의를 하 다고 그 호텔과 고객의 사무실을 고정사업장으로 

본다면 많은 경우 고정된 사업장소 요건은 무의미해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나

라에서 사업활동을 하 는가라는 기간 요건만 남게 될 것이다.  

  통 으로 고정사업장 요건으로 해당 장소에 한 사용권(right to use test) 

는 처분권(at disposal test)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at disposal”을 ‘처분권’으로 해

석하고 있으나, 우리 민사법상 ‘권리 내지 법률 계의 직 인 이 , 변경, 소멸

을 가져오는 법률행 ’인 “처분(處分)”299)과는 다른 의미이고, 원하면 언제든지 

마음 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한 지배권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이다.300)301)

  일찍이 사용권 요건은 독일에서 고정사업장의 요건으로 일반 으로 받아들여

졌다.302) 사용권 요건의 요한 배경은 리인 고정사업장에 한 독일 국내법상

의 정의가 외국기업이 리인의 사업장소에 한 사용권을 가질 것을 요구한 것

에 있고, 이 요건 때문에 독일 법원의 결정은 구체 으로 사용권 요건 문제를 다

루었다고 한다.303) OECD 모델조약 등 조세조약에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

으나, 1977년 OECD 주석에서 처음 규정하 고, 행 OECD 주석 역시 기업체가 

사업활동을 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처분권 있는 장소를 가질 경우(at its 

disposal) 고정사업장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기 을 제시하고 있다.304)

  OECD 모델조약 등 주요 조약은 고정사업장 조문에서 사용권 요건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만약 

사용권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면 인  용역 제공에 하여는 고객의 사업장이 고

정된 사업장소로 인정되어 뒤에 설명할 인 용역 제공시 의제 고정사업장 제도

(Service PE)305)가 불필요하게 될 수 있다. 즉, 사용권 요건이 불필요하다면 

299) 곽윤직, 『민법총칙』, 박 사, 2010, 201면.

300) “If you have something at your disposal, you are able to use if whenever you want, and 

for whatever purpose you want”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301) ‘처분권’ 보다는 ‘지배권’이라고 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 이라고 생각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고정사업장 논의에서의 통상의 용례에 따라 처분권이라고 하고, 

처분권과 사용권 양자를 통칭할 때는 “사용권”이라고만 한다.

302) Koenig, Zum Begriff der Betriebstätte, Deutsche Steuer-Zeitung A 125(1950), Skaar, 156

면에서 재인용.

303) Ibid.

30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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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모델 조약에 채택되지 않은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사실상 도입한 것과 마

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권 요건이 필요한지, 어느 범 까지 인

정할지 각국 마다 해석상 견해가 분분할 수밖에 없는 요한 쟁 이다.

  먼  사용권 요건은 재의 조세조약 법문의 해석상 도출될 수 있을까? 이론

으로 사업이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through) 수행된다는 것은 그 고정된 장소를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권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306) 통 으로 사용권 요건은 고정사업장의 요

한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의 부 는 

일부를 수행할 것”이라는 조약 문언에서  요건이 직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비 이 가능하다. OECD 모델조약 등 조약의 문언상 사용권 요건을 요구하는 조

항이 없고, 이를 인정할 정책  이유도 없으므로 고정사업장 인정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307) 사용권 요건이 불필요하다는 견해는 도로포장에 종

사하는 기업이 도로에 한 사용권이 있어서 사업활동을 해야만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한다는 해석이 합리 인지 의문이라고 비 한다.308) 그러나 장소에 

한 아무런 권한 없이 단순히 장소에 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인

정하기는 어렵고, “통하여(through)” 사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그 장소에서 사업

활동이 수행되도록 장소가 제 로 기능해야 하며, 사실상의 권한이라도 하더라도 

장소에 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그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활동이 가능할 수 

없으므로 사용권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용권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가 로 제시한  도로포장공사의 경우 기업은 도로 자체는 작업의 상일 뿐 

도로를 마음 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건설 장 

사무실 등 사용권이 있는 공간이 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고,309) 

한 건설 고정사업장 규정에 따른 고정사업장 역시 인정될 것이다.  

  행 조세조약상 사용권 요건이 필요한지는 법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돌되

는 과세권 사이의 충과 타 의 문제인바, 사용권 요건을 요하지 않음으로써 명

문 규정 없이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것은 거주지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 실제 사용권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우리 

305) 본 논문 제4장 제4편 인 용역 제공시 의제 고정사업장 부분 참조.

306) 한만수, “ 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고정사업장 구성요건에 한 연구”, 한국국제조세

회 『조세학술논집』, 제25집 제2호(2009), 172면.

307) 성원제,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단기 에 한 연구 -OECD 모델조약  사례검토

를 심으로-”, 연세 학교 법무 학원 석사학 논문, 79-82면. 

308) 성원제, 의 (주306), 82면 

309) 근본 으로 고객의 공간이 기업의 사용권 있는 사업장소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아래 나.(1)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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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하여는 법인이 

‘처분권 는 사용권’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

정된 장소’를 통하여 미국법인의 직원 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비 이거나 

보조 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 이고 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라

고 시하여 사용권을 요구하고 있다.310) 그러나 사용권 요건은 여 히 그 의미

가 정립되지 않아 구체 인 사안을 두고 사용권이 인정되는지에 해 이견과 분

쟁이 발생하여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과의 긴장 계는 지속되고 있

다. 

   (2) 인정범

 

  사용권은 기업이 사업의 필요성에 맞추어 장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 

필요성에 따라  사용권을 조직화할 수 있는 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의미로 이해된다.311) 즉 사용권 요건은 기업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필요한 때

에 장소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available if and when needed) 정도의 의미이다.312) 

2013년 OECD 보고서는 사용권 요건이 ‘기업이 자신의 사업 계획  활동을 

하기 해 선택한 범 와 기간 동안 장소를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거주

자인 기업을 배제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충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313) 결국, 

기업이 자신의 뜻 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사용권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2013년 OECD 보고서는 사용권 요건의 핵심 요소로 “해당 장소에 기업이 있는 

정도와 거기서 수행하는 활동(the extent of the presence of an enterprise at that 

location and the activities that it performs there)”과 “특정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속 인 법  권한(exclusive legal right to use a particular location)”을 들고 있

다.314)  보고서는 그 장소가 그 회사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만 사용된

다면 그 회사의 사용권이 있다고 하면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속하는 는 여러 

기업에 의해 사용되는 어느 장소에서 장기간 계속 이고 정기 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경우”  요건이 충족되고, 반 로 어느 장소에서 기업 활동이 간헐 이

310) 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19236 결

311) Gerrit Frotscher, International Steuerrecht, C. H. Beck, 2009 n⁰ 265. Schaffner, 142면에

서 재인용.

312) Arvid A. Skaar, Erosion of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Electronic commerce, 

Intertax, 5 (2000), 188면.

313) 2013년 OECD 보고서 문단 10 

3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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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부속 인 경우, 기업이 어느 장소에 있을 권리가 없고 그 장소를 사실상 사

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315) 사용권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가 존재하는지의 에서 근하면서도 장

기간 사용하면 사용권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특정 장소에서 지속 으로 활동

한다면 사용권 요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용권이 항상 무제한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권은 법규 는 계약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면 역시 고

정사업장은 인정된다.316) 독일의 법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업장소를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단하 다.317) 이에 해 납세자의 사업

장소에 한 사용이 그의 동의 없이 막을 수 없다면 사용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18) 

  장소가 계속 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지만 권한 자체는 계속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OECD 모델조약 주석은 외국 기업이 다른 기업이 

소유한 특정한 토지, 건물이나 그 일부에 하여 지속 인 사용권을 가지는 경우

를 로 들고 있다.319) 

  사용권은 사법상 법하고 유효한 권리이어야 하는가? OECD 주석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법  권한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어느 장소를 불법으로 유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20) 를 들어 호

텔에 숙박을 하면서 호텔 매니 로부터 어떠한 허가 없이 고객을 받는 등의 사

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불법 사용에 가깝지만 고정사업장은 인정될 수 있다.321)

   (3) 다른 요건과의 계

   지리  연결성 요건, 항속성 요건  사용권 요건은 서로 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때 사용권 요건은 법문의 요건은 아니므로 지리  연결성이나 항속성 

요건을 단하기 한 부수 인 요건인지 아니면 독립  요건인지가 문제된다. 

먼  OECD 주석은 사용권과 련하여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운반하기 하여 

315) Ibid.

316) Schaffner, 142면.

317) BFH in BStBl 1976 II 365, Skaar, 158면에서 재인용.

318) Skaar, 158면.

31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

32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1

321) Alessandro Caridi, Proposed changes to the OECD commentary on Article 5: Part I- The 

physical PE notion, European Taxation I (2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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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매일 고객의 창고(warehouse)에서 하시설(delivery dock)을 이용하는 육상 

운송기업의 경우 그 기업의 실재(presence)는 매우 제한 이므로 사용권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322) 즉, 얼마나 자주 혹은 오래있는가를 사용권 요건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사례는 사용권 요건과 해당 장소에서 사업  요건을 혼

동한 것이라는 비 이 있다.323) 그러나 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다만 육상운송기업은 하시설에서 핵심 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객의 창고에 있는 하시설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언제든 근

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용권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는 에서 

OECD 주석의 설명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아무튼 OECD 주석은 독립 인 요건으

로 보면서도 그 단에 있어서는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라는 항속성 요건을 

단기 으로 삼음으로써 제반 요건들이 서로 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

다. 

  사용권 요건은 독립  요건이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요건들은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요건이 확실히 충족된다면 다른 요건들은 덜 요할 수 

있다.324) 를 들어 어느 장소에서 오랫동안 사업활동을 하 다면 실무상 그 회

사는 그 장소에 한 사용권이 있다고 인정될 것이다. 유사하게 기업이 사용권이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 다면 지역 으로 고정된 장소가 있

어야 한다는 요건은 덜 요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25) OECD 주석의 사

례로 한 회사의 직원이 다른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해서 그 회사 본사에 장기간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일정 사업장소에 해 사

업장소를 구성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권이 있다고 보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326) 오랫동안 다른 회사의 공간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곧 사용권이 

있음을 보여 다.

  

나. 사용권이 문제되는 구체 인 경우

   (1) 고객의 사업장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32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4  

323) Schaffner, 146면. 

324) Otto H. Jacobs, Internationale Unternehmensbesteuerung, 7. Edition, C.H. Beck, 2011, 

286면, Schaffner, 121면에서 재인용.

325) Schaffner, 121면.

326)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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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권 요건에서 가장 요한 문제는 고객의 사업장에서 고정된 사업장소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일반 으로 납세자가 아닌 다른 기업의 고정된 사업장소는 

납세자의 종업원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납세자의 고정사

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327) 가령, 미국 국세청은 1년 미만의 로젝트와 련

하여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수행한 캐나다 회사가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단하면서 장의 근로자들이 별도로 가 없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설 

작업상 는 창고 내에서 일하 다는 을 강조하 다.328) OECD 모델조약에서 

설명하 듯이 업직원이 주문을 받기 해 주요 고객을 정기 으로 방문하고 

그 사무실에서 구매담당 임원을 만나는 경우 그 사무실은 업직원이 소속된 기

업이 사용권이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329) 그

러나 실제 문제된 사례는 업직원의 고객사 방문과 같이 단순하지 않고 나라마

다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가) 고객의 사업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 각국의 사례 

  만약,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고객의 회사에 상주하며 용역을 제공할 때, 그 

고객 회사를 고정된 사업장소로 보아 일반 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서비스 제공에 한 고정사업장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는 

그 장소에 한 사용권이 없기에 고객의 사업장소는 서비스 제공자의 고정된 사

업장소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 캐나다 Dudney 사건330)

  Dudney는 미국인으로 컴퓨터 시스템 련 직원 트 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다. 그는 캐나다의 고객회사에서 작은 방을 제공받았고 3개월 후에 

큰 방으로 옮겼는데 다른 컨설턴트와 그 방을 함께 사용하 다. 고객회사 직원에 

한 트 이닝, 멘토링 서비스는 부분 교육 상 직원들의 사무실이나 회의실

에서 이루어졌다. 트 이 들의 사무실 사용은 엄격이 제한되어 계약 목 상으로

만 이용할 수 있었고, 빌딩에 한 출입은 자카드 시스템으로 통제되어 주 에 

327)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4면.

328) Rev. Rul. 77-45, 1977-1 CB 413

32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

330) The Queen v. Dudney [2000] 2 CTC 56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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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에만 가능하 다. 캐나다 법원은 고객의 사업장소가 Dudney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비록 Dudney가 사무실에 한 출입권한이 있

고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업무시간 에만 사용할 수 있었고 고객 회사

를 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 자신의 사

업을 한 기지로서 고객의 사무실을 사용할 권한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캐나다의 변호사가 고객으로부터 실제 그 고객의 사무실에 있을 것을 요구하여 

고객의 일을 처리하 다고 하여 미국 고객의 사무실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될 수

는 없다고 언 하 다.  

   사례에서 Dudney는 고객의 허락을 받고 일정한 공간을 사용하 으므로 사

용권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용권이란 원할 때 언제든지 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Dudney의 근 권한은 제한 이었으므로 사

용권을 부인한 것이다.  결 이후 캐나다 과세 청은 장소에 한 통제권은 

고정사업장을 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여  결의 향을 제한

하려고 했고, Dudney 결을 뒤집기 하여, 2010년 미국과 캐나다간 5차 정서

(Fifth Protocol)에도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을 추가하 는데,331)332) 결국  조약 

개정은 미국 거주자들이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Dudney 결에 기 어 

고정사업장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막기 한 것이었다.333) 이와 같이 사용권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명확한 방법은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2) 멕시코 사례

331) Philip D. Morrison, New Canada-U.S. Treaty Protocol Will Hurt U.S. Service Businesses, 

Tax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Nov 9, 2007;36, 580면.

332) 구체 인 조문은 아래와 같다. OECD 모델조약 주석에서 제안안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과 유사한 구조이다(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23). 

   제5조 제9항: 3항의 용을 받으면서,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체약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고, 그 기업이 본 조의  항들에 의해 다른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

는 경우, 그 기업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고정사업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오늘 12개월  총 183일 이상 다른 체약국에 있는 개인을 통하여 서비스가 수행

되었고, 그리고 이 기간의 극  사업활동의 총 수익의 50% 이상이 그 개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서 얻었거나 

   (b) 어느 12개월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러한 서비스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이

거나 그 다른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진 고객들을 하여 동일한 는 연 한 

로젝트에 하여 제공되는 경우 

333) Price Waterhouse Coopers, Tax Memo, Fifth Protocol to the Canada-US. Income Tax 

Treaty-Reflection,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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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서 문제된 유사한 사례가 있다.334) 미국 회사가 멕시코 정부기구와 자

문계약을 체결하 고, 두 명의 직원이 1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달 평균 1주일

을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고객의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meeting room)에 근 가

능하 고 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 멕시코 법원은 미국 회사가 고객의 장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로는 미국 내에 자신의 장소에 한 처분권한과 

유사하게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

았다.

  

     3) 독일 사례

  기획(planning)  감독(supervisory) 활동을 하는 회사가 고객 기업에 직원을 보

내 필요한 정보를 얻은 사건에서, 독일 법원은 고객의 시설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용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335) 반면, 독일 법원

은 축구 트 이 가 여러 축구 경기장에서 트 이 로서의 용역을 제공한 사건

에서는, 자신의 고정사업장이 없이 독립 인 개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단하 다.  사

례는 납세자가 고객의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 그 고객의 장소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336) 고객의 장소는 고객이 허용

한 범  내에서 제한 으로 근 가능한 공간이라는 에서 사용권 요건의 개념

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2004년 독일 결에서도 항공 시뮬 이터를 보수하는 미

국 회사의 직원이 보안 검사 후 독일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에 있는 일정한 공간

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례에서 이러한 권리가 계약상 부인될 수 없었다는 이유

로 사용권 요건을 충족하 다고 보았다.337) 반면, 네덜란드 청소업체가 독일의 공

군기지에 작업을 하면서 일정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군기

지에 한 사용권이 없다고 보았다.338) 

334) Mexican circuit court, DA 233/2009, R.F. 159-2010-2856,  결에 한 분석은 Koen 

van’t Hek Mexican court rules on applic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concept, Tax 

Notes International, 17 January 2011 참조

335) Hessisches Finanzgericht in EFG 1973, at 496.

336) BFH in BStBl 1990 II 23.

337) Bundesfinanzof, 14 July 2004, I R 106/03, BFH/NV 2005, 154-156, Schaffner, 141면에서 

재인용.

338) Bundesfinanzhof 4 June 2008, I R 30/07, BStBl II 2008, 922. Schaffner, 126면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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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라마다 호텔 사례(한국)339)

  국내법인 A와 미국법인 B가 각각 85.4%와 14.6%의 지분으로 국내에 합작투자

법인인 C를 설립하 고,  C가 라마다 호텔을 소유하 다. 미국법인 B는 라마

다 호텔을 10년간 경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지배인(형식 으로는 C 

법인 소속)을 견하 고, 그 가로 C로부터 수수료를 지 받았다. 미국법인 B

가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국세심

원은  총지배인이 외형상의 계약 계에 불구하고 실질 으로 미국법인이 고용

하고 미국법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 고, 탁경 계약시 미국법

인이 라마다 호텔을 배타 으로 지배하기로 합의하 으므로 고정된 사업장소로 

배타 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아 라마다 호텔을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았다.  결정은 사용권에 하여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객의 사업장소가 당

연히 고정사업장의 사업장소를 구성할 수 있음을 제로 하 다. 비록 고객의 사

업장소이지만 탁경 을 하여 그 사업장소를 배타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으로 합의한 이상, 원할 때면 언제든 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권이 인

정된다고 이 타당하다. 

 

   (나) 고객의 사업장이 작업의 상인 경우: OECD 주석의 화가(painter) 사례

  단순히 고객의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고객의 

사업장 자체가 작업의 상인 경우, 어느 장소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을 것이고 

고객은 기업에게 언제든지 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 으로 부여할 것이므로 

사용권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이에 OECD 주석은 고객의 큰 사무실 건물

에서 매주 3일간 2년 동안 작업한 화가(painter)의 경우 자신의 사업의 가장 요

한 기능을 수행한 곳이 그 사무실 빌딩이므로 그 화가의 고정된 사업장소에 해

당한다고 하여,340) 고객의 공간 자체가 작업 상인 경우에 사용권이 있음을 인

정한다. 그러나 고객의 건물은 자신이 사용권이 있는 사업장소라기 보다 화가의 

작업의 상일 뿐이라는 비 이 있고,341) 작업 상 장소에 해 사용권을 인정

339) 국심2001서1318, 2001.8.23. 국내법인 C는 미국법인 B에게 경 수수료 3,087,999,837원

을 지 하면서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 으나(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처분

청은 미국법인 B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경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2,807,272,580원을 익 산입하여 법인세 757,760,000원을 과세하 다.

34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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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필요한 때 언제든지 사용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사용권 요건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화가의 활동은 건물소유자와 합의된 임무에 의해 명확

히 조건 지워지고, 화가는 그 활동을 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 소유자에 의해 부

여된 특정한 하나의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활동을 해 건물을 사용

할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342) 가령, 컨설  업체가 고객의 사무실 회의실 상주하

는 경우 해당 회의실에 해서는 사용권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청소업체나 건

물 보수 업체의 경우 고객의 사무실이나 건물은 작업의 상이고, 이에 한 

근 권한만 있을 뿐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독일은  

사례에서 작업 공간은 고정된 사업장소가 아니고 처분권(disposal)이 있어야 한다

고 반박하고 있다.343) 다만,  사례에서 화가가 건물 안에 자신의 장비를 보 해 

둘 수 있는 사용권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

다.344) 건설 고정사업장의 요건도 문제되나, 일반 으로 건물을 꾸미는 활동이 건

설 활동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검토: 고객의 사업장에 한 재의 충

  와 같이 사용권을 엄격히 요구하는 견해와 계약상 고객의 장소를 사용할 것

이 제되어 있다면 사용권을 갖는다고 보아 사용권을 넓게 인정하는 견해가 

립되고 있다. 여러 나라의 법원은 반 으로 고객의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

다는 것만으로는 사용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 이탈리

아의 일부 사례에서는 고객의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등 엇갈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요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결론은 ‘사업활동을 해 장

소에 한 사용권이 있는 것과 단지 고객의 장소를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것과는 

구분되고, 후자의 경우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고객으로부터 필요할 때 언제

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았다면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고, 구체 인 

사안의 사실 계에 따라 단한다.’는 정도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공간 자체가 작

341) Jürgen Lüdicke, Recent commentary changes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5(2004), 191면. 도로나 포장

용 벽돌이 사업장소가 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 한다.

342) Schaffner, 125면.

34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5.7

344) 동일한 맥락에서  가 가정 인 사실 즉, 화가가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를 사업장

소로 이용한다는 제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견해로 Joel Nitikman, The painter and 

the PE: what constitutes a fixed PE in Canada, Tax Notes International, 30 November 

2009, 6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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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상인 경우에 사용권 요건이 인정되는지의 문제와 련하여 트 이닝, 컨

설  서비스, 화가 등 계약상 고객의 장소를 사용할 것이 제되어 있다면 그 고

객의 장소에 한 사용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345) OECD 주석

의 화가 사례에 한 다양한 견해에서 확인되듯이 명확한 기 이 있는 것은 아

니다. 사용권 요건을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독립된 요건으로 보는 이상 작업 

상인 공간에 해 사용권 요건의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거주지의 경우

    (가) 거주시설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정된 사업장소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주거는 일반 으로는 고

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집을 단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정사업

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은 의문이 없으나 문제는 사업활동의 일부가 집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집은 주거공간으로 임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에서 근하는 견해가 있다. 가령, 네덜란드 법원은 네덜란드인이 

상품을 독일로 가져가 매하 고, 네덜란드 거주자가 독일에서 제공된 방을 사

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여기서 행정 인 활동을 하 어도 고정사업장이 아니

라고 단하 다.346)  결론은 방을 주거장소로 임차하 기 때문에 사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347) 그러나 사용권은 법  권한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상,348) 주거장소로 임차하고 있는 사실상 사업활동

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권 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앞뒤가 맞다. 거주지에서 사

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권 요건이 인정되고, 그 구체 인 기 은 개인 사업

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사업장소로 사용하는 경우와 기업의 종업원이 주거지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나 어 볼 필요가 있다.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345) Skaar, 191면.

346) Hoge Raad, in BNB (1976/12), Skaar, 202면에서 재인용.

347) Skaar, 202면.

34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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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라면 자신의 주거지에 한 사용권이 있으므로 주거지에서 사업활

동을 수행하는 이상 고정사업장은 인정된다. 를 들어 독일의 하 심은 조산사

(助産師)의 주거지의 경우 주거지에 임산부에게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 다.349) 미국의 조세법원은 코네티컷의 농

 주택에서 소설을 집필한 작가에 해 그의 집에서 실질 으로 사무실이 있다

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350) 

   ② 기업의 경우

  만약 자택 사무실이 존재하고 비거주자인 기업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다. 최근 OECD 주석 개정안351)은 자택 사

무실(home office)의 문제를 사용권의 문제로 보면서 기본 으로 주거 사무실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규칙 이고 반복 으로 사용되고 기업이 개인이 집에서 

일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 계상 명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OECD 보고서는 개인의 주거 사무실이 그 개인을 고용한 기업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를 구체화 하여, 만약 기업의 고용 계의 성격상 사무실을 요구하는 상황에

서 직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거 사무실은 그 기업이 사용권 있

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352) 

  원칙 으로 기업은 직원의 거주지에 한 사용권이 없으므로 직원이 거주지에

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그러나 고용인과 직원 간에 고용인의 거주지에 한 사용권을 보여주

는 계약이 체결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고용인이 직원의 거주비용을 부담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353) 노르웨이 사례로 스웨덴의 고용인이 노르

웨이의 직원의 집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단되었는데, 고용인이 집세의 

일부를 보 하 다는 것이 근거 다.354)

    (나) 호텔 객실의 경우

349) Finanzgericht Schleswig-Holstein in EFG 1963, 398면.

350) Georges Simenon v. CIR, 44 TC 820 (1965) (1932년 미국- 랑스 조세조약이 용됨)

35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9 개정안. 

352) 2013년 OECD 보고서 문단 22 이하

353) Jacques Sasseville, Arvid Skaar, 앞의 (주264), 7면.

354) Norway-Universal Furniture Ind. AB v. Government of Norway, 19 November 1999, 

Schaffner, 14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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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호텔 객실은 숙소로 사용되는 것이지 사업목 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

므로 일반 으로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지만 사업활동이 호텔 객실에서 수행

된다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 호텔에 해서도 객실을 상업 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단하는 견해가 있다. 호텔 객

실을 상업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텔과 의가 되었다면 사용권이 인정되고, 

호텔과의 명시  의가 없더라도 호텔 객실을 상업 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지

되거나 용인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355) 독일 법원은 독립

인 수출 리인(export agent)이 호텔 객실의 화를 사용하고 호텔 타자기를 사

용함으로써 일정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사건에서 “ 리인이 이러한 시설들을 사

용할 수 있는 권한은 다른 이용자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356) 사업자가 단순히 화와 타자기를 사용하 다는 사실은 사업목 을 

해서 호텔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상업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357) 반 로 기업체가 호텔과의 특별한 계약에 의하여 호텔의 설비를 사

업 목 을 하여 임차하 다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것이다.358) 그러나 사용권

은 법  권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호텔과의 명시 , 묵시  의가 없이 사

업목 으로 사실상 사업장소로 사용하 다면 사용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더구

나 호텔에는 비즈니스 센터 등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장소를 활용하

여 항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수행하 다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호텔에 사용권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요건인 지리  연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한 호텔에서 여러 방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상업 , 지

리  연결성이 인정되어 단일한 사업장소에 해당한다. 이 게 해석하면 여러 다

른 지역의 호텔을 이용한다면 고정사업장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행 고정사업장 제도 하에서는 이동하는 사업활동은 고정된 사업장소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한 결과이다. 숙소를 계속하여 변경하면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국가와의 실질  연결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세의 

실익도 크지 않을 것이다. 

355) Schaffner, 144면.

356) BFH in BStBl 1961 III 317

357) Skaar, 205면.

358) Skaar,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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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사용권 요건의 불명확성의 문제

  사용권은 고정된 사업장소의 인정에서 가장 쟁 이 되는 요건임에도 조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각국마다 해석이 다양하며, 사용권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

야 한다는 지 이 꾸 히 제기되었고 법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아니므로 아  

삭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용권 요건의 해석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소’라는 물리  시설의 존재 요건은 

상당부분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사무실을 두지 않더라도 그 국가에서 머무르는 

장소(거주지)나 사업을 해 방문하는 고객의 사업장이 자신의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면 고정사업장의 범 는 폭 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사업장

을 원천지국 과세권의 한계로 기능해야 한다는 통 인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

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개념상의 불명확성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요건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사용권 요건이 유지되는 이상 고객의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을 명확히 인정하기 해서는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을 

도입해야 하지만, 자신이 지배하는 물리  장소가 없음에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는 것은 행 제도의 해석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사용권 요건은 해석상의 여러 

문제 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용권 요건의 기능의 요체는 

기업이 단순히 존재하는 장소라고 하여 자신의 사업장소로 인정될 수는 없고 자

신이 지배하는 장소를 요구함으로써 고정사업장 인정을 제한하는 것이다. 

  

4.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한 사업의  

가. 사업과 사업장소의 연 성: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수행

   (1)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사업활동 요건의 의미와 기능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려면 당연히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OECD 모델조약도 “기업의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고 하여(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carried on) 사업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활동은 사업장소에서(in), 사업장소로부

터(from) 혹은 사업장소를 통하여(through) 수행되어야 한다.359) 1963년 OECD 모

359) Skaar,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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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조약 안에서는 사업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된다는 요건이었으나(a place... in 

which), 1977년 개정으로 사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해서(through which)로 수정되었

다.  개정으로 사업활동 자체가 물리 으로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지는 않는 경

우가 포함될 수 있는데, 표 으로 특정한 자동화된 설비에서 물리  상에 의

해 사업장소가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360) 고정사업장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고정사업장에서 생산 인 활동이 되어야 함은 1943년 멕시코 모델  

1946년 런던 모델에서는 포함되어 있었다. OECD 모델 등 조세조약에서는 명시

으로 사업활동 수행을 요구하지 않으나,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사업활동

(business activity)”의 수행을 제조건으로 한다.361) 

  일단 고정사업장을 통해 기업체의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이상 어떠한 사업인지

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활동 요건은 고정사업장 인정

에서 가장 요한 문제이다. 고정사업장 제도는 과세권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데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인정할 만큼의 국가와의 실질  연결성을 단함에 있어 

그 국가에서 어떤 사업활동을 수행하여 돈을 벌고 있는지는 요한 문제이다. 이

에 조세조약은 ①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 하지 않은 일정한 종류의 사

업  ② 사업 수행의 정도가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비 ·보조  사업에 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사업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비 ·보조  활동으

로 인정되는지 명확한 기 이 없고 해석자의 주 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가능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석상 립이 많고 거주지국 과세권과 원천지국 과세권의 긴

장 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된 고정사

업장에 한 주요 사례는 모두 비 ·보조  활동에 불과한지 여부가 주된 쟁

이었다.362) 

   (2) 사업  사업활동의 개념

  조세조약상 사업의 정의는 없다. “사업은 문 인 용역  독립  성격의 다

른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363) 어떠한 종류의 사업이

360) Vogel, 342면, Schaffner, 125면.

361) Skaar, 229면.

362) 앞서 언 한 블룸버그 사건( 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2009두19236(병합) 

결)  뒤에서 설명할 카지노 고객모집 알선 사건( 법원 2016.7.14. 선고 2015두

51415 결), 론스타 결(서울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 8792 결)에서 모두 국

내 활동이 비 ·보조  성격에 불과한지 여부가 주된 쟁 이었다.



- 85 -

라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기업의 핵심 인 사업이어야 하며 단지 

부수 이거나, 비 인 활동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의 조세조약의 태도이

다.

  고정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은 마땅히 자신의 사업이어야 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다. 를 들어 인력 공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인력 공 회사(A)

와 계약한 다른 회사(B)를 해 일한 경우에는 직원들의 행 로 인력 공 회사

(A)가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원천지국으로서는 인력공 회사

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과세 액을 확 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외국회사에 

인력을 공 하 다는 이유로 인력 공 회사가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과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OECD에서도 외국기업에 

형식 으로 고용된 개인들이 실질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외국기업은 그러한 개인들이 일하는 장소에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 다.364) 따라서 일시  견이나 인력회

사의 경우 자신의 피용자가 활동하는 다른 회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

므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 조세심

원(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ITAT)은 네덜란드 법인이 인도 회사에 설

선(dredger) 뿐만 아니라 승무원(crew member)을 제공한 사건에서, 승무원들은 인

도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 으므로 네덜란드 법인이 인도에서 설선을 운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다.365) 네덜란드 법인은 설선

과 승무원을 제공하 을 뿐, 인도에서 자신의 사업을 운 한 것이 없기 때문이

다. 미국의 행정해석도 외국법인이 미국 계열사에게 숙련된 기술자를 견하고 

그 직원들은 미국 계열사의 지시와 통제만을 받았으나, 그 외국법인의 여 장

에 유지되고 그 외국법인은 미국의 계열사로부터 비용을 보  받은 경우, 직원들

이 임무 수행 에는 미국 계열사의 직원이므로 외국법인의 미국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366) 와 같이 직원을 견하거나 인력을 공 하는 자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

다. 결국 직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와 외국기업으로부터 견받은 직원을 사용

하는 경우 모두 직원의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 상이고,367) 다만, 외국기업에 지

363) OECD 모델조약 3조 제1항 (h)

364) 2013년 OECD 보고서 문단 37

365) DDIT (International Taxation) v. Dharti Dredging & Infrastructural Ltd.[2011] 44 ST 586 

(Hyd)

366) Rev. Rul. 74-330, 1974-2 CB 278, ) 1, 3

367) OECD 모델조약 1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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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직원 견에 한 가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고정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368) 사업이 실

제 이윤을 창출하거나 성공 일 필요는 없다.369) 그러나 사업활동은 어도 이윤

창출을 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취지의 캐나다 법원 결정이 있다.370)  사

례에서 캐나다에서 설립된 회사가 아일랜드에 리장소가 있었고 조세조약상으

로는 아일랜드 거주자 는데 쟁 은 캐나다에서 회사가 사용하던 사무소가 고정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법원은 사무실의 목 이 단순히 특정한 법령상 

요구사항을 따르기 한 것이었고,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은 그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다. 

  고정사업장에서 리기능이 있을 필요는 없다. 를 들어 공장이 완 히 자동

화되었고, 모든 리기능(인사노무, 재무, 물류)은 본사에서 수행하더라도 고정사

업장 요건을 충족한다. 랑스 법원 역시 고정사업장에서 리기능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하 다.371)

 

나.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비 ·보조  활동

   (1) 비 ·보조  활동은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원칙 으로 모든 사업활동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그러나 1958년 OEEC 보

고서가 최 로 비 ·보조  활동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한 이후, OECD 모델조

약을 비롯한 부분의 조세조약들은 비 이거나(preparatory) 보조 (auxiliary)인 

성격의 활동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다.372) 

  비  는 보조  활동을 제외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먼  비거주자 회사의 

사업활동에 한 과세권은 자본의 축 (accumulation of capital)의 에서 보아

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73) 즉, 일부 활동들은 해당 국가에서 자본을 축 하는가

368) Schaffner, 128면.

369) Vogel, 342면.

370) M.N.R. v. Tara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mpany Limited, 72 DTC 6288 (1972)

371) Conseil d’Etat, 31 July 2009, n⁰ 303818 and n⁰ 297933, Sté Swiss International Airlines 

AG, Revue de Jurisprudence Fiscale, 11 (2009), n⁰ 980, Schaffner, 133면에서 재인용.

372) 우리의 법인세법 역시 제94조 4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를 통해 비  보

조  활동을 한 장소를 국내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373) Skaar,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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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에서는 미미하게 생각되고 따라서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인정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그러한 비 ·보조  활동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에서 정당화된다는 견해가 있다.374) 반면, 비

·보조  활동을 제외하는 것에 반 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를 들어 Brian 

Arnold 교수는 행 제도가 자회사가 비 ·보조  활동으로 얻는 소득도 자회

사의 귀속소득으로 보는 이 가격 세제와 일 되지 않는다는 을 지 하면서 

비 ·보조  활동도 포함하면 납세자가 원천지국 과세를 피하기 해 활동을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언 하고 있다.375) 만약, 비 ·보조  활동을 제

외하는 것이 납세자의 자유로운 역외활동을 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 를 들어 일정 기간 내 활동에 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서 투자를 진시킬 수 있음에도 비 ·보조  활동을 제외하는 요건이 무나 

큰 불확실성이 발생함을 지 한다.376) 

  고정사업장 제도는 결국 원천지국과 거주기국간의 타 인데, 기업이 핵심 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활동이 비 이거나 보조 인 것에 그친다면 원천지국에

서 활동으로 얻는 이익이 미미하여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천지국

과 거주지국 간의 합리 인 충 이 될 수 있다. 과세행정의 측면에서도 비

이고 보조 인 활동까지 순소득을 기 으로 과세하면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액을 결정하기 어렵다. 를 들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생산과 매 활동 없이 

정보수집 활동만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을 산정하기 쉽지 않고 그 액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원천지국에서 과세

하지 않는 것이 합리화된다. 만약 원천지국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이 큰 사업활동

을 수행함으로써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비 ·보조

 활동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게 모든 사업활동에 과세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  필요성으로 비 ·보조  활동 제외 요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이 필요한지, 합리 인 요건인지는 여 히 의문이다. 

우선,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이  국제연맹 모델이나 과거 실제 체결된 

조세조약에는 비 ·보조  활동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OECD의 몇몇 

선진국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도입되어 원천지국 과세권을 상당히 

제한해 버렸다.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 배분의 기 은 소득의 크기, 납세자가 

374) Vogel, 375면. 

375) Brian Arnold, Threshold requirements for taxing business profits under tax treaties, 

Bulletin for International Fiscal Documentation, 10 (2003) 486면.

37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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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간, 물리  장소의 존재 여부, 요한 사업활동을 수행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단할 수 있는데,377) 물리  장소가 존재하는 지를 기

으로 삼던 고정사업장 제도에 ‘ 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지’를 추가하면서 실

증 인 검증이나 조세정책  검토 없이 일부 선진국들이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

한하는 요한 결정을 하 고 그 요건이 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 ·보조  

활동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경우 과세행정에 과 한 부담이 되는지도 의문이

다. 외국법인이 국내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가 배달업무나 고업무만 수행하

면서 아무런 가를 받지 않는다면 이 가격 세제가 용되어 정상가격으로 과

세하게 되지만, 고정사업장을 두고 동일한 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만약 과세행정상의 부담으로 비 ·보조  활동을 제외한다

면 자회사가 동일한 활동을 수행할 때도 제외하는 것이 일 된다. 한, Brian 

Arnold 교수의 지 로 어떤 활동이 본질 이고 요한 활동이고 어떤 활동이 

비 ·보조  활동인지는 객  단이 어렵고 지나치게 모호한 요건이어서 납

세자의 측가능성을 침해한다.378) ‘고정된 사업장소의 존재’라는 단순하고 간명

해 보이는 요건으로 납세자의 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고정사업장 기능이 

불확실한 사업활동 요건으로 인해 히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에서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세계에서  요건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 비 ·보조  활동까지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도록 조세조약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찾기 어렵다. BEPS에서도 비 ·보

조  활동은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는 행 제도는 유지되는 것을 제하고 있

으므로  규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 인 인정 범 를 두고 해

석상의 충돌이 계속될 것이다.

  

   (2) 비 ·보조  활동의 단기 : 핵심 이고 요한 활동인가?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활동의 성격은 비 ·보조 이어야 하는데, 

사업장소가 속한 기업자신을 한 것이어야 하지 고객을 한 것이라면 비 ·

보조  성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e)의 일정한 

377) 자세한 내용은 이  ‘제1장 제2편’ 참조.

378) 를 들어 카지노 모객업자가 한국에서 한 활동이 비 ·보조  활동을 넘어서 고

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에 해 서울행정법원은 정하 고, 서울고등법원은 부정하여 

1심 결을 취소하 다가(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 51052 결), 법원에서 

다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원심 결을 기하는 등( 법원 2016.7.14. 선고 2015두

51415 결) 동일한 행 를 두고 평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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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어느 기업에는 비 ·보조  활동이지만 다른 기업에는 아닐 수 있다. 

를 들어 만약 이 라인 소유자가 석유나 가스의 수송회사라면 이 라인이 

통과하는 장소에 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장비를 두는 것이므로, 이익  

한 부분에 해 그 토에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반 로 이 라인이 

석유 시추 회사의 소유라면 이 라인을 통한 석유의 수송은 석유 시추  정

제에 해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어려

울 것이다.379) 이 라인은 재화의 인도만을 목 으로 한 시설의 사용에 해당하

여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음은 OECD 주석에 명시되어 있다.380) 

  OECD 주석은 비 이고 보조 인 활동과 그 지 않은 활동을 구별함에 있어 

“일정 사업장소에서 수행하는 자체  활동이 체 으로 기업활동의 핵심 이고 

요한 부분인가(whether or not the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in itself 

forms an essential and significant part of the activity of the enterprise as a whole)”

를 결정  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381)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정된 사업장

소의 일반  목 이 체 기업의 일반  목 과 동일하다면 부수 이거나 비

인 활동이 아니라고 설명한다.382) 우리 법원도 “본질 이고 요한 사업활동

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질 이고 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

격과 규모, 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 과 역할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시하여 본질 으로 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지를 기

으로 택하고 있다.383) 그러나 본질 이고 요한 사업활동의 기 이 무엇인지는 

여 히 모호하다. 

  먼 , 어느 활동이 실제 수익의 실 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여부를 기 으로 

볼 수 있다. 비 ·보조  행  역시 사업활동이지만 이익 실  자체와 거리가 

있다면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사업활동에서 제외된다.384) 를 들어 제품을 생

산하고 매하는 회사가 제조활동을 하거나 매활동을 수행한다면 이는 핵심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리활동은 직 으로 수익 실  자체를 한 활

동이 아니므로 요하고 본질 인 사업활동에 포함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기 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the value of the enterprise as a going 

379) Bundersfinanzhof, 13 June 2006, I R 85/5, BStBl II 2007, 94, Schaffner, 136면에서 재

인용.

38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6.1　

38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4

38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4 

383) 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2009두19236 (병합) 결(Bloomberg 사건)

384) 를 들어 Robert L Williams, 앞의 책(주172), 1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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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를 증가시키는가는 활동인지를 기 으로 할 수 있다.385)  기 을 용

하면 리활동은 핵심  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비 ·보조  활동으로 인

정되는 여러 활동들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를 

들어 시장동향을 악하거나 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증가시키지만 비 ·보조  활동에 불과하다.  

   다른 기 은 자산가치 기 (asset value test)으로 회사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

키는 것은 핵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 으로 개발, 제조, 매는 기

업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견해이다.386) 그러나 개발만으로 회사의 자산가치를 

직 으로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이 자산가치 증가에 기여한다면 정보

수집, 고활동, 매 제품의 인도 활동 역시 자산가치에 기여한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 리활동 역시 직 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게 행 조세조약에서 비 ·보조  행 로 인정되는 기업의 여러 활동들

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자산가치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사업목 을 고려할 때 수익 창출에 직  련된 활동은 핵심  활동이고, 

직 으로 수익창출에는 기여하지 않는 활동은 비 ·보조  활동으로 보면서

도(생산, 장, 고, 고객유치, 매, 인도 등 일련의 활동에서 수익창출에 직  

기여하는 것은 생산과 매로 볼 수 있다) 리활동은 외 으로 요한 활동으

로 인정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된 활동이 기업의 목 과 일치하는지, 수

익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체 활동에서 원천지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비

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핵심 ’으로 분류되는 사업활동

  

    (가) 일반: 생산  매활동

  생산  매활동이 핵심  사업활동임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 생산(상품의 생

산,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  매 활동은 일반 인 기업의 목 을 충족한다. 생

산활동은 기업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핵심 인 활

동이다.387) 일반 으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제조  매 활동을 하는 것은 

385) Skaar, 324면.

386) Skaar,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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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것이다.388) 문제는 매 의 일련의 활동들과 매 

후의 일련의 활동들 역시 핵심 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매를 반 제반활동  

  매 로모션, 고객유인 등 매 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이 고정사업

장을 구성하는 사업활동인지 문제된다. 미국 국세청은 매 로모션을 하여 

매원들에 의해 사무실 는 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389) 한, 사무실이 계약 상에 여하는 한 실제 계약이 외국에서 종결

되어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390) 그러나 고, 보 , 배달, 시는 이러한 활동

이 그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유일한 활동인 한 보조 이고 부수 인 활동에 불과

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391) 고

에 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기업 자신의 상품  용역에 한 고가 기업 매

에 명백히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OECD 주석은 고를 비 ·보조  활동

으로 보고 있다.392) 그 결과 고정사업장에서 고 활동을 하고 주문은 외국사무

소에 하게 되면 고정사업장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고정된 사업장소가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에 

한 고 업무를 하는 경우에 제한되고 만약 고가 그 회사의 사업으로서 고

객을 해 고활동을 수행한다면 당연히 비 ·보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고 사무실은 비 ·보조  활동이더라도 핵심  활동인 매활동과 결합되

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 핀란드 사례393)로 홍보활동과 고정사업장을 구

성하지 않는 매활동의 결합을 다루고 있는데 고, 상품 장소의 유지  운

반활동의 결합은 핵심  사업활동을 구성한다고 단하 다. 고활동을 하는 사

무소가 매활동과 결합된다면 본질 이고 요한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매 활동이 다른 독립 인 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유지, 보수 등 매 이후의 활동 

387) Skaar, 299면.

388) Ibid.

389) IRS in Rev. Rul. 62-31 1962-1 C.B. 367

390) Ibid.

391) Skaar, 300면.

39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3

393)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Korkein hallinto-oikeus, in KHO 1974 II 506, the 

Administrative Tax Tribunal in KVL 1979:675, Skaar, 31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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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어 기계 는 장비를 한 서비스  부품을 제공하거나 장비를 제

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비 ·보조  활동인지 문제된다. 부분

의 경우 매 후 활동이 기업의 일반  목 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기업의 

매는 매 후 서비스에 의존하므로 긴 하게 연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

스에 한 가가 지 된다면 기업의 자산가치는 증가할 것이므로 매 후 계약

이 매와 련하여 체결된다면 그 기업 사업의 본질 이고 요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394)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 과세 청 역시 국내고객에게 

매한 자산과 련하여 부품을 공 하거나 그 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 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애 터서비스에 한 가를 받는지 여

부에 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395) 

    (나) 리활동 (Management)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2항은 리장소(a place of management)가 고정사업장

에 포함된다고 하여 리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사업활동임을 명시 으

로 규정하고 있다.396) 리는 기업의 일반목 이 될 수는 없지만 계속 기업으로

서의 기업의 가치는 리 활동에서 큰 향을 받기 때문으로 설명된다.397) OECD 

주석은 “기업을 리하는 기능은 그것이 단지 기업의 활동  일정 역만을 담

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사업 활동의 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어떤 경

우에도 제4항 e목의 비 이거나 보조  성격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하여 기업활동 일부에 한 리 기능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398)

  다국  기업들은 통상 으로 권역 별로 리를 한 수 개의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를 운 하고 있다. 를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지역사무소가 한국, 

일본, 국 등 지역 내에서 법무, 회계, 생산계획, 마 을 지원한다면 그 역할

은 보조  활동을 넘어서는 것이다. OECD 주석도 지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본다.399) 

  

394) Skaar, 300면

395)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 제3항

396) UN 모델조약, 미국 모델조약도 동일하다.

397) Skaar, 301면.

39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4

39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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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4항 

이 조문 항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a)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장, 시 는 인도만을 한 시설의 사용

   b) 장, 시 는 배달만을 목 으로 기업에 속한 재화 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 으로 기업에 속한 재화 는 상품의 재

고보유

   d) 기업을 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는 정보의 수집만을 한 고정된 장

소의 유지

   e) 기업을 한 다른 비  는 보조 인 성격의 활동만을 한 고정된 

장소의 유지

   f)  "a 내지 e"에 언 된 활동의 복합  활동만을 한 일정한 고정된 장

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  활동으로부터 래되는 고정된 장소의 반

인 활동이 비  는 보조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4) ‘ 비  · 보조 ’으로 분류되는 사업활동

    (가) OECD 모델조약에서 비 ·보조  활동으로 분류한 사업활동

  먼  OECD 모델조약은 본문에서 비 ·보조  활동을 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은 상품 시, 상품 보 , 상품 구입, 정보 수집 

등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사업활동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항 e)목에서

는 “기업을 해 다른 비  는 보조  성격을 갖는 활동을 수행할 목 으로

만 고정된 사업장소를 유지하는 것”라는 포  조항(catch-all provision)을 통해 

고정사업장 인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조세조약에 구체 으로 열거된 사업이 아니

더라도 그 사업의 성격이 비  는 보조 이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400) 다만,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은 “만(solely)”라는 조사

400)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에서는 포  조항에서 열거한 사업과 “유사한”(similar) 

사업에 한정하여 유사성에 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으나 1977년 모델조약에서는 유사

한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  는 보조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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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그 용범 를 제한하고 있어 보조  활동이 핵심  활동과 결합될 

때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고 있고 f)목에서는 보조  활

동이 다른 보조  활동과 결합된 경우에는 반  활동이 비 ·보조  성격을 

갖는 경우에 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를 들어 인도의 규(ruling)는 상품 

구입을 목 으로 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 하더라도 품질 리, 비용 데이터 

검토, 벤더들로부터 의견 수렴, 제품 리 시스템 감독 등에 개입하는 이상 고정

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보았다.401)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a)에서 d)에 해당하더라도 비 ·보조  행 이

어야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활동에 해당하기만 하면 비 ·보

조  성격인 것인지 문제되지 않는지가 불확실하다. 문언만으로는 a)에서 d)에 해

당하면 실제 비 ·보조  성격인지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2013년 

OECD 보고서에서는 사업에서의 활동이 a)에서 d)의 활동에 한정된다면 해당 장

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

다.402) 그러나 최근 발표된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제5조 제4항을 수정하

여 각 목에 해당하더라도 고정된 사업장소의 활동이 비 ·보조  성격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 제외 상으로 보는 명문 규정을 두어 고정사업

장 인정 범 를 확 하 다.403)  활동에만 해당하면 비 ·보조  행 로 본

다면  규정이 일종의 안 조항으로 기능하게 되어 비 ·보조  활동의 개념

의 모호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다

양한 설립목 과 활동내용을 고려할 때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 비 을 고

려하지 않고 일률 으로 비 ·보조  행 를 단하기 어렵다. 조세조약이 정

한 비 ·보조  행 에 해당하는지와 그 활동이 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종

다. 

401) Columbia Sportswear Company v. Director of Income (International Taxation), Bangalore, 

Authority for Advanced Rulings (AAR), 8 August 2011,  결정에 한 평석은 Shrikant 

S. Kamath, U.S. sportswear company’s liaison office held as taxable PE, Tax Notes 

International, 29 August 2011, 657면 참조.

402)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들이 a)에서 d)목이 용되는 활동이라면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2013년 OECD 보고서 문단 73

403)  d) 기업을 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는 정보의 수집만을 한 고정된 장소의 유

지

   e) 기업을 한 다른 비  는 보조 인 성격의 활동만을 한 고정된 장소의 유지

   f)  "a 내지 e"에 언 된 활동의 복합  활동만을 한 일정한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복합  활동으로부터 래되는 고정된 장소의 반 인 활동이 비  

는 보조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그러한 활동 는 f)의 경우에는 반 인 활동이 비 이

거나 보조 인 성격일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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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404)

  아래에서는 행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에서 열거한 활동을 포함하여 일

반 으로 비 ·보조  성격으로 분류되는 활동에 해 살펴본다. 

    (나) OECD 모델조약  주석에서 비 ·보조  성격으로 시한 사업활동

     1) 재화  상품의 장, 시, 가공, 배달

      ① 일반 인 재고보유

  재고보유에 한 연 은 살펴보면, 옛 조세조약에서는 창고에서 재화나 상

품405)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목록(positive list)에 포함되

었다.406) 이는 제3자에게 창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므로,407) 자신을 

해서 창고에 상품을 장하고 매를 하지 않는 것은 옛 조세조약상으로도 고정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주석은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창고

(warehouse)”가 제2항에의 목록에 포함될 것이 제안되었고, 그 목 은 창고를 통

하여 제3자에 하여 장 공간이나 다른 설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수행

되는 경우를 포함하기 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상품을 장하기 한 목 으로

만 이용될 때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용어를 포함시

키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창고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한

다.408) 결국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면 고정

사업장을 구성할 것이다. 행 OECD 모델조약은 “ 장, 시, 는 인도만을 목

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maintenance)는 고정사업장

404) 를 들어 원료 생산, 가공, 마 , 생산을 모두 하는 업체는 상품 배달이 보조  활

동으로 볼 수 있으나, 배달을 문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상품 배달은 비 ·보조  활

동으로 볼 수 없다. Vogel, 380면

405) 재화(good)는 유형자산, 고체, 액체, 가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품(merchandise)

과는 달리 움직이는 업자산, 를 들어 산업체의 드릴, 수송 업체의 유류탱크를 포

함한다. 상품(merchandise)은 납세자에 의해 고객에게 매되는 상품 일체를 의미한다. 

Vogel, 378면.   

406)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에 한 주석 9 참조, 1928년 국제연맹 모델에서

도 창고는 고정사업장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407)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에 한 주석 9

408)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에 한 주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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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하므로,409) 생산이나 매와 연결되지 않고 장, 시, 인도만을 목

으로 한 재고보유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② 가공을 한 재고보유

  OECD 모델조약은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 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

화나 상품보유를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활동에서 제외하고 있다.410) 가공은 그 

자체로 제품의 가치를 증가시켜 수익을 발생시키기 한 핵심 인 활동이다. 그

러나 납세자가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이 외국에 있는 다른 기업을 

한 경우에는 OECD 모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데, 가령 A 국가에 

있는 회사가 B국가에 있는 제재소에서 가공을 하여 목재를 운송하고 그 목

을 해 목재를 보유하는 경우이다.411)

   

     ③ 배달을 한 재고보유

  OECD 모델조약은 배달(delivery)만을 한 재고보유는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

고 있다.412) 따라서 상품을 매하거나 매 홍보를 하지 않는 창고는 비록 그 

국가에서 고객들에게 재화나 상품을 배달한다고 하더라도 OECD 모델조약에 기

한 조약상으로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413) 그러나 재고를 유지하면서 배달 

활동을 하는 것은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요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외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에서 고객에게 배달하는 것이 보

조  성격이 아니며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는 논의가 있다.414) Skaar도 상품의 배

달은 본사에서 직  수행하는 매 활동을 증진키기 때문에 입법론 으로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고,415) UN 모델조약이 배달 외를 두지 않는 이유도 이 때

문이다.416) 매활동과 해외의 창고로부터 이루어지는 배달이 지속 으로 연결되

어 고정사업장 과세를 정당화 하는데, 그 이유로 UN 모델조약 주석은 시에 배

409)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b목

410)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411) Skaar, 319면.

412)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b목

413)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a목

414) Joel Nitikman, 앞의 (주344), 177면. 

415) Skaar, 320면.

416) UN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b목: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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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기 해 상품의 재고가 존재하는 것은 상품 매를 진하여 그로 인해 원천

지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을 지 하 다.417) 그러나 UN 모델조약 주석은 

은 양의 소득만이 그러한 사업장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과세의 

문제는 요하지 않다고 지 하면서, 상품재고로부터 이루어지는 배달이 고정사

업장 정의에 포함될 것인지 제외될 것인지의 문제는 양국 간 의의 상으로 

열어놓기로 결론 내렸다.418) 결국 UN 모델조약 자체는 배달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명시 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 다만, OECD 모델에서

는 명시 으로 배달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 으므로 어느 조세조약이 UN 모

델조약을 채택하여 이러한 제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양국 간에 배달 외를 인

정하지 않기로 합의하 다고 이 합리 이다.419) 

  이 게 배달을 비 ·보조  활동으로 볼 것인가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

세권이 립하는 지 이다. 매활동은 모두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고 배달을 

해서만 사무실이나 창고가 존재한다면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요한 활동인 생산

과 매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고정사업장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가 있고, 배달(인도)은 생산과 매활동과 마찬가지로 필수불가결한 사업활동이므

로 비 ·보조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UN 모델조약은 침

묵하고 있고, OECD 모델은 비 ·보조  활동이라 명시하고 있는 등 배달을 핵

심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다 주류 인 태도이다. 를 들어 랑스 

법원은 랑스 거주자가 알제리와 랑스간의 조세조약상 알제리에 고정사업장

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문제된 조약에 배달에 한 외 조항이 없음에도 

핵심  활동으로 보지 않았다.420) 랑스 기업은 알제리에 창고가 있었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을 받을 권리가 없는 1명의 직원이  창고에서 일하 는데 그

는 상품을 인도받아 배달하는 업무만을 하 으며 모든 매는 랑스에서 이루

어졌다. 조세조약은 상품의 장과 배달을 한 창고에 한 외조항을 두고 있

지 않았지만, 랑스 법원(Conseil d’État)은 랑스 기업이 알제리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하 다.

  배달활동이 매활동과 합쳐진다면 본질 이고 요한 활동의 일부가 되어 고

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 OECD 주석은 한 장소에서 제품을 인도받아 장하

고 다른 장소에서 이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들은 조직상 분리된 것이 

417) UN 모델조약 제5조에 한 주석 20

418) UN 모델조약 제5조에 한 주석 21 

419) Skaar, 322면.

420) Conseil d’État in decision of July 25k, 1980 (Req. No. 11.535), Skaar, 321면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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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서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421) 더 나아가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에서 제안한 OECD 모델주석의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자신은 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배달을 한 재고만 유지하지만 계사가 

매활동을 수행하면 양자의 활동이 결합되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422)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사례로, 외국기업(RCo)이 100% 자회사

(SCo)를 통해서 기기를 매하고  자회사(SCo)는 그 국가에 창고(warehouse)를 

보유하고 있는데, 몇 개의 큰 품목에 해서는 외국회사(RCo)가 직  소유한 작

은 창고에서 보유하지만 그 품목들 역시 자회사(SCo)가 매장에서 시한 것과 동

일하고, 고객이 그 품목을 자회사(SCo)로부터 구입하면 자회사의 직원들이 그 창

고로 가서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고객에게 배달한 경우에 외조항에 해

당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423) 즉, 외국기업이 

매활동을 하는 사업장소와 장하는 장소를 분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활

동은 계사를 통해 수행하는 경우에도 장 장소에 해 고정사업장을 인정함

으로써 인 인 쪼개기를 통한 고정사업장 회피를 방지하는 것이다.

    2) 재화  상품의 구매

  OECD 모델조약에 기 한 조약에서는 재화나 상품의 구매는 고정사업장을 구

성하지 않는다.424) 구매 외는 단순한 상품의 구매는 그 자체만으로는 구입하는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425) 

그러나  외는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이 의 어떠한 국제연맹의 모델

조약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구매 외 조항이 OECD 모델조약에서 채택

된 것은 과거 국제연맹 모델이나 당시 체결된 조세조약과 비교하여 거주지국 과

세가 강화된 것을 보여 다.

  비 ·보조  행 로 인정되는 것은 재화나 상품의 구매에 한정된다. 따라서 

구입한 국가에서 상품에 하여 재포장(repacking) 정도가 아닌 가공(processing)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 비 ·보조  행 에 해당하려면 

기업자신을 한 구입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타인을 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

이 주된 사업활동일 경우에는 당연히 상품 구입활동이 핵심 인 활동이 될 것이

42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7.1

422)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문단 15, OECD 모델조약 제5조 개정안 4.1항

423)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문단 15, OECD 주석 개정안 문단 30.4 사례 B

424)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d목

425) Skaar, 313-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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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정보 수집

  해외 사무소에서 본사를 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의 수집이 그 회사

의 주된 목 이 아닌 이상 보조 인 활동으로 분류된다. OECD 모델조약도 정보

의 수집만을 목 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다.426) 가령, 은행의 사무소의 기능이 본사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련 업계에 

하는 것이라면 스 스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427) 다만, 고정사업

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정보수집 활동만 할 경우에 한정되고 다른 요한 활

동을 수행하면서 정보활동을 같이 한다면 고정사업장은 인정될 것이다.

  방송이나 신문처럼 정보제공이 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정보 수집활동이 

핵심 인 활동인지가 문제된다. 정보수집의 외는 신문사 외국 사무실(신문구독

을 한 사무실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해외특 원을 두는 경우에도 용된다.428) 

OECD 주석은 모델조약이 비 ·보조  활동으로 정보수집을 언 한 것은 단지 

본사의 많은 “ 수(tentacles)”  하나로서 행동하는 것 이상의 목 이 없는 신문

사의 사례를 포함할 의도라도 설명한다.429) OECD 주석은 이런 신문사 지국을 제

외하는 것은 “단순한 구매(mere purchase)”의 개념을 확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하

나, 신문 회사의 사업목 이 정보의 달이므로 정보의 수집은 신문에서 핵심

이어서 이러한 비교는 하지 않다는 반  견해가 있다.430) 방송국 역시 정보

의 달이라는 에서 신문과 유사하지만 OECD 주석에는 언 되어 있지 않다. 

  신문이나 방송의 본질 인 기능은 ① 정보를 수집하고, ② 수집된 정보를 편집

하고, ③ 편집된 정보를 고객에게 달하는 것이다.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만을 

수행한다면 제조업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과 유사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

는 핵심 인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재화  

상품의 구매를 보조  활동으로 보는 태도와 일 된다. 나아가 신문, 방송에서는 

정보 수집이 요하여 핵심 인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실 으로 고정

426)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d)목. UN 모델조약, 미국 모델조약의 내용도 동일하다. 

427) Bundesgericht, 17 September 1977, 102 ATF 264, Michael Edwardes-Ker, The 

International Tax Treaties Service, In-Depth Publishing (loose-leaf)에 언 . Schaffner, 210면

에서 재인용.

428) Skaar, 311면.

42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2

430) Skaar,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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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인정하여 정보수집활동에 한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수집된 정보를 편집하는 기능은 신문이나 방송의 요한 기능이므로 지 이나 

사무소에서 편집을 한다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것이다. 독일의 법원은 편집국

과 신문사 지국과 차이를 둘 것인가를 다루면서 후자만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된

다고 보았다.431) 즉, 독일 법원은 편집과 보 은 신문의 핵심 인 부분이므로 

뉴스수집, 기사작성, 번역  정보에 한 평론은 비 이거나 보조 인 수 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보수집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범 는 신

문 조직에서 어떠한 편집기능 없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사무소에 한정된다.

   4) 연구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일반 으로 연구  개발은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당시에는 소득을 실 하거

나 기업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연구소는 장기 인 에서는 기

업의 큰 가치를 창출하지만 수년간 어떠한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는 활동에 기

하여 재 수익을 분배하기 어려우며, 과세행정으로도 연구  개발이 고정사업

장의 에서는 보조  활동으로 이 타당할 것이다.432) OECD 주석도 과학  

연구(scientific research)를 비 이고 보조  성격의 활동의 로 들고 있다.433) 

  연구 개발 활동이 언제나 보조  활동인 것은 아니다. 먼  연구 개발이 사업

의 주요 내용일 경우는 당연히 보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기업을 한 

연구  개발은 보조  활동이 아니다.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e목은 비

·보조  활동이 해당 기업을 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434) 다음

으로 연구 개발이 장래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키기 한 것이 아니라 생산활동과 

긴 하게 연 되어 있어 즉각 인 매출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를 들어 고도

의 기술이 필요한 로젝트(LNG 운반석, 해양 랜트 등)의 경우 수주 이후에 

해당 로젝트를 수행하기 해 연구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핵심

인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31) BFH in BStBl 1985 II 417

432) Skaar, 307면.

43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3

43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6: 나아가 e목은 고정된 사업장소의 활동이 그 기업을 

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를 들어 

고정된 장소를 가진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다른 기업을 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

우에는 e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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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행정 해석435)은 일본 회사들이 설립한 연구기 (  연구기권은 구성원

들을 한 리서치를 제공하 고 가끔 제3자에게 연구 보고서를 제공하고 가를 

지  받았다)이 미국에 지 (branch)이 있었고,  지 은 미국 내 정보원으로부

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 으며, 연구기 이 가를 받는 것과 

련된 업무는 하지 않은 사안에서,  연구기 의 지 은 고정사업장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보았다. 연구기 의 활동들은 마치 한 기업이 자국에서 연구하고 외

국 지 들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결론이다. 

   (5) 여러 활동이 결합된 경우

    (가) OECD 모델조약 등 조세조약의 태도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f)목은 “(a)목부터 (e)목에 언 된 활동의 단순한 

결합(combination)을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활동으로 규정하면서도 “단 그러한 결합된 활동의 수행에서 비롯되는 고정된 사

업장소의 반 인 활동이 비 이거나 보조 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UN 모델조약  미국 모델조약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436) 

즉, 고정된 사업장소의 결합된 활동이 비 이거나 보조 인 한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없으며, 비 이거나 보조 인 성격인지는 (e)목에서 정한 것과 동일

한 기 으로 해석된다.437) 

  한편, OECD 주석은 기업이 각기 다른 지역 (locally)으로 그리고 조직

(organizationally)으로 분리되어 a목부터 e목까지 열거된 수 개의 고정된 사업 장

소를 유지할 경우 f목은 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각 사업장은 독립 이고 분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

다.438)  조항은 실제로 지역 , 조직 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와 단순

히 고정사업장을 회피하고자 인 으로 분리하는 사례를 구별하기 한 것이다. 

가령 OECD 주석은 한 장소에서 제품을 인도받아 장하고 다른 장소를 통하여 

435) IRS in Ltr. Rul. 84-42-107

436) OECD 주석은 “만약, 비 ·보조  활동이 결합된 경우에 결합된 활동이 비 이거

나 보조 인지에 계없이 고정사업장 인정을 원하지 않는 국가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

면 될 것이다”라고 하여 다른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7

437)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7

43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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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와 같이 체약국에서 각 사업장이 보완 인 기능을 수행

하는 경우 사업장들은 “조직상 분리”된 것이 아니며, 각 사업장소가 단순히 비

이거나 보조 인 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기 해 일 되게 운 되는 사업을 

여러 개의 작은 업단 로 쪼갤 수 없다고 설명한다.439)  

  이러한 OECD 주석에 따르면 여러 개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기 

해서는 지역  그리고 조직 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 으로 분리되어 

있기 해서는 두 개의 사업장소가 한 국가내의 다른 지역에 있어야 하고, 같은 

도시 내의 사무실이라면 지역  에서는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440) OECD 주석상 와 같이 제품을 인도받아 보  후 유통하는 것과 같이 하

나의 동일한 사업목 (제품 매로 인한 이익 획득)을 추구하는 경우 하나의 연

된 사업활동으로 이 타당하다.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에서는 주석이 아닌 조약 자체에서 작은 단 로 분

리할 때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합하 을 때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

는 근거조항을 둘 것을 제안하 다. 즉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OECD 모델

조약 제5조에서 4.1항을 신설하여 특수 계 있는 기업들 간에 거래를 합하여 

비 ·보조  활동을 넘어서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

다.441) 그 주된 내용은 하나의 기업이나 계된 기업들이 원천지국에서 여러 활

동들의 결합이 비 ·보조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4항에서 정한 비 ·

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요

건으로  활동들이 결합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상호보완 인 기능을 가질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구체 으로 보조  활동과 핵심  활동이 결합하는 경우 보조  

43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7.1

440) Skaar, 291면.

441)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문단 15. 새로운 분리 지 규정. 제5조에 제4.1항으로 아

래를 추가한다. 

   제4항은 동일기업 는 하게 계된 기업이 동일한 체약국의 동일한 장소 는 다

른 장소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에 의해 사용되거나 유지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는 용되지 않는다. 

   a) 그 장소와 다른 장소가 이 조항 하에서 그 기업 는 하게 계된 기업의 고정

사업장을 구성하거나 

   b) 같은 장소에서 두 개의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의 결합 는 두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기업 는 하게 계된 기업에 의해 되는 활동의 결합이 비 이거나 

보조 인 성격의 것이 아닐 때

   다만, 동일 장소에서 2개의 기업 는 2개의 장소에서 하나의 기업 는 하게 

계된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활동이 결합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상호보완 인 기

능을 수행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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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보조  활동만의 결합

으로 활동의 성격이 환되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에 해 검토한다.

    (나) 보조  활동과 핵심  활동의 결합

  보조  활동이 핵심  활동과 동일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될 경우 

보조  활동을 고정사업장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보조  활동이 

핵심  활동과 결합된다면 체로서 핵심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버스투어 상품을 매하는 회사가(버스는 그 자체로서 고정된 사업장

소가 아니다) 련 국가에 티켓 매소가 있다면 티켓을 매하는 것 자체는  

회사의 핵심 사업이 아닌 보조 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티켓 매소는  회사

의 체 여행 사업에 한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442) OECD 주석도 “ 외

로 정한 활동(제4항)과 그 이외의 활동 모두에 사용된 고정된 사업장소는 하나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며, 두 종류의 활동 모두와 련하여 과세된다. 제품의 인

도를 해 유지되는 창고에서 매활동도 수행하는 경우가 그러하다”고 하여 이

를 정하고 있다.443)  

    (다) 보조  활동과 다른 보조  활동의 결합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f목에 따라444) 복합  활동으로 비 이거나 보

조 인 성격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 사업장소의 활

동이 이런 기 은 실질 인 단기 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양 팽창은 질 인 

환을 래하듯이(量質轉換), 여러 보조  활동이 결합되면 더 이상 보조  성격

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 ·보조  활동이 결합하여 그 기업의 

요한 활동에 이른다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 비록 활동의 각각의 면이 

본질  사업활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결합할 경우 가능하다. 를 들어 물건을 보

하고 시하고 배달하는 등 모든 활동을 수행하면서 형식  계약 체결만 그 

국가 밖에서 하 다고 하여 고정사업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442) Schaffner, 214면.

44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0

444) (a)목에서 (e)목에 언 한 활동의 단순한 결합을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는 고정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 그러한 결합된 활동의 수행에서 비롯되는 고

정된 사업장소의 반 인 활동이 비 이거나 보조 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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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법원의 결로, 미국 은행이 독일에서 지 을 개설하려 비하고 있었

는데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 으며, 독일로 자 을 송 하 고 독일

에서 은행업을 수행하기 한 신청을 제출하여 나 에 승인되었고, 지 이 독일

에서 은행으로 등록된 사례가 있다.445) 쟁 은  각각의 행 가 분리하여서는 

단순히 보조 인 활동임에도 체 으로는 핵심 인 사업활동에 이르는지 여부

인데, 법원은 이러한 활동의 결합이 보조  수 을 과하여 사업활동에 해당한

다고 단하 다.  

 

  (6) 비 ·보조  활동에 한 재의 충

   애당  비 ·보조  활동과 핵심  활동을 구분하는 논리필연 인 일반 기

이란 존재할 수 없다. Skaar가 지 하듯이 OECD의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리스트나 OECD 주석은 명백한 근본 인 원칙이 없는 다른 법  통을 가진 여

러 국가들 사이의 타 이므로,446) 핵심  활동과 보조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 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배달에 한 UN에에서 이루어진 논의에서 확인되듯

이 과세권의 긴장 계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 비 ·보조  활동에 한 해석

이다. 

  OECD에서 채택된 해석론은 제조업의 경우 생산과 매 기능은 핵심 이고, 

연구개발, 상품구매, 배달 등 그 밖의 활동은 수익창출을 한 활동이라고 하더

라도 보조 인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품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등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도 동일한 기 이 용될 수 있다. 다른 사업의 경우 제공하는 상

품이나 서비스 내용에 따라 핵심 인 활동이 무엇인지 결정되므로 그 사업의 구

체  내용이 무엇인지가 가장 요하다. 타인을 해 연구개발, 상품구매, 장, 

배달 등을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사업내용이라면 당연히 핵심  활동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 게 기 을 세우더라도 실제 구체  사례에서 비 ·보조  활동

인지를 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 비 ·보조  활동인지 문제되는 사례

  아래에서는 조세조약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활동 이외에 비 ·보조  활동인

지가 쟁 이 된 사례들을 살펴본다.

445) BFH in BStBl 1981 II 560, Skaar, 294-295면에서 재인용

446) Skaar,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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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권과 노하우 제공

  OECD 주석은 특허권과 노하우의 제공이 기업목 인 경우, 그런 활동이 수행

되는 기업의 일정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함을 인정한다.447) 그러나 특

허권을 보호하는 활동은 그것이 그 기업의 일반  사업이 아닌 이상 고정사업장

을 구성하지 않는다.448) 를 들어 이탈리아 회사가 특허권 사용료를 받기 해 

소송을 수행할 목 으로 미국 신탁을 설립한 사례에서 미국 규는 고정사업장

을 부인하 다.449) 나아가 노하우 계약(know-how contract)을 제공하는 것은 그 기

업의 일반 목 이 컴퓨터 로그램을 개발하고 매하는 것이라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특허권  노하우 계약의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일반 목 과 

비교할 때 부수 인 사업이기 때문이다.450)

 

    (2) 은행업무

  통 인 은행업무(banking)의 핵심  활동은 돈을 (수신)하고 돈을 빌려주

는(여신) 것이므로,451) 이런 활동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비 ·보조  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스 스 법원 결도 동일한 취지이다.452) 스페인 은행이 스

스에 사무실(office)을 두었는데 사무실의 목 은 스페인 은행의 서비스를 증진

하고, 은행 커뮤니티와 융계와 하며, 스 스에 한 정보를 본사에 제공하

기 한 것이었다. 사무실에서 출을 하거나, 을 받거나 기타 유사한 활동

을 수행하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은행을 리하여 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스 스 법원은 사무실의 직원들의 활동은 OECD 약에 기 한 

조약상 사업활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단하 다.

  미국의 행정해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목 으로 미국에서 사무실을 유

447)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4

448) Skaar, 285면.

449) IRS in Rev. Rul. 80-15 1980-1 C.B. 365

450) Skaar, 285면.

451) 우리의 은행법은 은행업에 해 “ 을 받거나 유가증권 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 을 출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은행법 제2조 제1호)

452) Tribunal Fédéral Suisse (The Federal Supreme Court of Switzerland) in Société B.S.A. v. 

Tribunal administrarif du canton de Genève, 102 Arrêts du Tribunal Fédéral Suisse, 4e 

livraison, 264 (1976), Skaar, 28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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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독일은행에 하여 미국 국세청(IRS)은 사무실이 여신활동, 수신활동, 수탁

권한 행사 혹은 장부 유지 등의 활동에 여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계약을 체결

하거나 은행을 하여 사업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정

사업장을 구성하는 사업활동이 아니라고 보았다.453) 

  그러나 수신과 여신을 은행의 핵심 활동으로 보더라도 그 구체 인 범 가 무

엇인지 불분명하다. 참고로 이익귀속에 한 OECD 보고서(Report on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454)에서는 은행업 등 융업의 기

능을 분석하면서 ‘핵심 인 사업 험 인수 기능(Key Entrepreneurial Risk-Taking 

Function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고, 은행업에서는 그러한 핵심 인 기능으로 ①

험의 인수  리에 한 실질 인 의사결정인 융자산의 생산(creation of a 

financial asset)과 이어지는 리활동, ② 매(sale/trading) 기능이라고 보았다.455) 

매 기능은 고객과 계약 조건을 상하고 거래와 련한 신용, 통화, 시장 험

을 평가하고, 담보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등을 말한다.456) 은행업에서 융상품

을 생산 리하여 험을 리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면 핵심 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 달  

  우리 법원에서 문제된 표 인 사례로 앞서 언 한 블룸버그 사건이 있다. 

법원은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분석된 

정보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달하는 장치에 불과한 , 블룸버그 수신기의 주된 

기능은 갑 회사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인  등에 비추어 갑 회사

가  각 장비를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갑 회사의 체 사업활동  

본질 이고 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을 근거로 고정사업장

453) IRS in Rev. Rul. 72-418 1972-2 C.B. 661

454)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산정하기 해서는 고정사업장의 기능을 분석한 후 

제3자 다면 지 되었을 가가 무엇인지를 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해 2009

년 OECD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이익귀속에 한 보고서를 발간하 고 2010년에 일부 

개정하 다(이하 “2010년 고정사업장 이익귀속에 한 OECD 보고서”). 기능분석 후 고

정사업장에 배분될 자산, 험, 자본을 결정하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익을 산정한

다. 기능 분석시에는 자산이나 서비스의 특성, 계약 조건, 경제  환경, 사업 략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능요소들이 고려된다(2010년 고정사업장 이익귀속에 한 OECD 보

고서 문단 63). 

455) 2010년 이익 귀속에 한 OECD 보고서 Part II B-1 8, 9.

456) 2010년 고정사업장 이익귀속에 한 OECD 보고서 B-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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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지 않았다.457) 정보제공이 기업목 인 경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매

하는 행 가 기업활동의 핵심 이고 요한 부분이고 정보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달하는 활동은 보조  활동으로 본 것이다. 먼  노드 장비는 정보를 다음 단

계로 달하는 장치이므로 송유 과 같이 노드 장비를 통한 활동이 핵심 인 활

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블룸버그 수신기는 정보를 고객에게 달하는 장치인데 

법원은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해 수행하는 활동 역시 핵심 인 활동으로 보지 

않았다.  결은 생산과 매는 핵심  활동으로 보면서 배달은 보조  활동으

로 보는 OECD의 기 에 부합하고, 한·미 조세조약에도 배달을 목 으로 하는 재

고보유는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외규정을 두고 있다.458) 

  그러나 UN의 논의에서 확인되듯이 배달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

당한가라는 의문이 있고, 정보의 달은 상품의 배달과는 달리 핵심 인 활동으

로 볼 여지가 있다. 즉, 융정보의 제공은 재화의 제공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알

려주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데 정보제공이 기업목 인 회사가 실제 정

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활동이 부수 인 성격의 것인지 의문이다. 다만 앞서 분

석한 로 불룸버그 수신기는 고객들이 BLP로부터 임차하여 자신의 편의를 하

여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블룸버그 수신기가 치한 곳을 BLP의 사업장소로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재의 비 ·보조  활동을 고정사업장 인정의 기 으로 삼는 것은 과세권의 

타 으로서 논리 필연 인 결론이 없는 이상, 블룸버그 사건과 같이 통 인 사

업형태가 아닌 새로운 역의 사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4) 용역 제공의 경우: 고객모집알선

  용역(서비스)의 제공에서는 그 사업목 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지가 결정된다. 를 들어 제조업체의 경우 배달이 보조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목 이 물건의 배송인 배송업체의 배달활동은 주된 사업활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회의 다양한 용역제공 형태에서 요하고 본질 인 사업

활동이 무엇인지를 단하기 쉽지 않다. 를 들어 국내 기업을 해 외국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사업활동을 한다면 어디까지가 요한 사업활동인가? 한국 법

원에서 외국기업이 카지노 이용고객을 국내카지노 업체에 모집·알선해 주는 사업

457) 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결

458)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3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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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활동의 범 가 문제된 사례가 있다.459) 외국기업이 외국인 카지노 이

용고객을 국내카지노 업체에 모집·알선해 주는 신 그 고객의 카지노 이용 액 

 일부(70%)를 모집수수료로 지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 국내카지노 

업장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직원을 고용하여,460) 자신이 모객한 고객을 상 로 

칩 교환업무, 정산업무, 고객들이 입국하여 출국할 때까지 불편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호텔, 공항, 카지노 업장 안내 등의 활동을 하 다. 과세

청은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다. 

  서울고등법원은 외국법인이 국내카지노 업체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핵심 인 

부분은 ‘고객을 모집하여 보조참가인의 카지노 업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인데 실질 인 모집업무  고객 리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용도 부분 해외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무실을 두고 고객들을 

상 로 호텔, 공항, 카지노 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칩 교환 업무는 반드시 외국

법인의 직원 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본질 이고 요한 사

업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 이거나 보조 인 사업활동에 불과하다

고 보았다. 외국법인의 핵심 인 활동은 카지노 고객을 모집하는 것인데 모집활

동은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 활동은 보조 인 활동으로 본 것이다. 반면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단순히 모집, 알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

한 고객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

었고, 카지노 매출은 곧 모집수수료의 액수와 연동되므로 원고의 업무수행은 카

지노의 매출액을 늘리는 데에 직 으로 필요하고, 원고의 직원들이 칩 교환업

무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 에서도 의미 있는 비 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을 종합하여 본질 이고 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461)

  자신들이 모집한 고객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카지노 업장으로 안내하고, 불

편함 없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활동 역시 고객이 카지노를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요한 일부이므로 비 ·보조  활동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

히 있다. 그러나 본질 이고 요한 부분과 그 지 않은 부분을 단함에 있어 

생산과 매는 핵심  활동으로, 배달은 보조  활동으로 보고 있고, 정보의 수

집, 가공은 핵심  활동으로, 정보의 달은 보조  활동으로 보는 OECD의 태도

나 블룸버그 결462)의 논리를 일 하면, 모집 활동은 핵심  활동이고 모집된 

459) 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 51052 결

460) 이 사무실에는 책상 7개, 컴퓨터 7 ,  보 용 고 1개, 정켓 칩 보 용 고 1

개, 캐비넷 3개, 출근카드 체크기 1  등이 있었고, 외국기업의 직원 15명이 1일 3교

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한다는 은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461) 법원 2016.7.14. 선고 2015두5141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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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을 장소로 인도하는 일련의 활동은 보조  활동으로 보는 것이 재의 고

정사업장 법리에 부합한다. 다만,  사건에서는 단순히 고객을 장소로 안내해 

주는 것을 넘어서 칩 교환 등 매출을 직  늘리기 한 활동을 고정된 사업장소

에서 수행하 으므로 고객을 장소로 안내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볼 수 있고 

법원도 이에 주목한 것이다. 특히,  사례에서 동일한 사실 계를 두고 행정

법원463), 고등법원과 법원이 상반된 결을 하 고, 이는 비 ·보조  활동의 

단기 이 불명확함을 단 으로 보여 다.464) 

   (5) 융자산에 한 투자 (이자  배당, 양도소득)

  지분, 증권, 채권 등에 한 투자활동의 경우 고정사업장 인정이 문제된다. 고

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자의 경우 10%,465) 배당의 경우 10%-15%466)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주식양도소득에 해서는 원칙 으로 원천지국에서 과세되

지 않는다.467)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원

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의 용을 받지 않고 과세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

는 요한 쟁 이다. 

   <Tara 사건(캐나다)>468)

  캐나다 법원은 Tara 사건에서 투자소득에 한 리(management)가 조세조약

상 사업(business)이 되기 해서는 원천지국 내 활동이 어느 수 (certain level)에 

이르러야 한다고 단하 다. 납세자는 캐나다 온타리오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

으나, 실질  리장소가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로 인정되었다. 납세자는 아일랜

드에서 산개발을 해 캐나다에서 자 을 모집하 고 1964년에 3개의 캐나다 

462) 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2009두19236(병합) 결

463) 서울행정법원은 외국법인이 수행한 활동이 비 이거나 보조 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 이고 요한 사업활동으로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4.4.18. 선고 2013구합9854 

결).  

464)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면서 사업소득에 해 과세될지 여부가 불확실

하고 법원이 각기 다른 단을 할 수 있다면 납세자로서는 큰 험을 안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465) OECD 모델조약 11조 1항, 2항

466) OECD 모델조약 10조 1항, 2항

467) OECD 모델조약 13조 1항

468) M.N.R. v. Tara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mpany Limited, 672 DTC 6288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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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을 인수하 다.  지분 인수를 한 결정은 모두 아일랜드에서 이루어

졌다. 1965년과 1966년 납세자는 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으로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는데 캐나다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지가 쟁 이었다. 캐나다 법원

은 캐나다의 사업장소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을 

근거로 들었다. ① 납세자의 사업의 수행과 통제와 련된 모든 리

(management)나 경 단(executive decisions)은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졌고, 토론토 

본사에는 직원이 없었다. ② 캐나다에 있는 직원  납세자를 해 계약을 체결

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권한 있는 자가 없었다. ③ 비록 납세자가 토론토에 은행

계좌를 유지하 지만 그 계좌의 수표발행에 한 부분의 결정은 아일랜드 거

주자이자 주거 장소가 있는 사장이 하 다. ④ 지분을 사고 는 결정은 아일랜

드에 있는 납세자의 경 진에 의해 수행되었고 캐나다의 거주자는 이러한 결정

을 할 권한이 없었다.

  결국  Tara 사건은 지분투자로 수익을 얻는 사업에서는 지분을 사고 는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요하게 보고, 이러한 활동이 캐나다에서  이

루어지지 않았다면 캐나다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한 

것이다.

  <론스타 사건(한국)>469)

   1) 사실 계

  국내 결로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투자사건이 있다. 론스타펀드는 사모방식

으로 자 을 모집하여 평가된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트 십 형

태의 사모펀드이고, 원고들은 론스타펀드의 일부로 미국, 버뮤다에서 설립된 유

한 트 십(Limited Partnership)이었다. 이들은 외환은행 등 국내 회사주식에 투자

할 목 으로 공동으로 자 을 출연하여 버뮤다, 룩셈부르크, 벨기에 지주회사를 

거쳐 외환은행 등 주식을 취득하 다. 한편, 론스타펀드는 계회사로 투자 상

의 발굴과 가치평가 업무를 하여 버뮤다에 Lone Star Global Acquisitions Ltd(이

하 “LSGA”)를 설립하 고 각국에 투자한 자산 리를 하여 미국에 Hudson 

Advisors LLC(이하 “HAL”)를 설립하 으며,  회사들은 론스타펀드로부터 용역

업무를 임받아 수행하 고, 각국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 으로 

469) 서울행정법원 2013.2.8. 선고 2010구합36824 결, 서울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

879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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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A는 국내 자회사로 론스타 어드바이 스 코리아(이하 “LSAK”)를 두었고 

LSAK는 부실채권 등 투자 상이 되는 자산을 물색하고 본사의 투자가 결정되면 

입찰에 참가하여 투자의향서를 수하여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

다. HAL는 국내 자회사로 허드슨 어드바이 스 코리아(이하 “HAK”)를 두어 

국내 자산 리업무를 수행하 고 그 가로 수수료를 지 받았다.

  과세 청은 외환은행 등 주식에 한 배당소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벨기에 국 의 간지주회사가 아니라 원고들이고,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여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을 취득하 다는 이유로 

 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 다. 과세 액은 

① 양도소득은 원고들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인 Lone Star Partners 

IV(Bermuda)(이하 “LSP”)의 유한책임사원인 스티  리 등 3인의 이익배당비율 합

계 21%에 해당하는 2,478억 원을 소득세액으로 결정하고, ② 배당소득은 그 부

가 국내사업장에 원천을 둔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안분하 다.

    2) 쟁 별 법원의 단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펀드의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는데 법

원의 결을 쟁  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론스타펀드의 핵심 인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

  먼  법원은 론스타펀드의 수익창출과정  투자자들로부터 자 을 모집하고 

외환은행 등 주식에 한 투자를 결정하며 이후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 을 회수

하는데 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LSP나 LSGA의 본사에서 이루어졌

음을 언 하 는데, 사모펀드의 사업활동의 가장 핵심 인 내용은 자  모집  

투자 상 선정, 매각 등이므로 이러한 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핵

심 인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한 것이다.

     ② 론스타펀드 자신의 활동인지, 국내 계열사의 활동인지

  법원은 스티  리 등 LSP의 유한책임사원들이 외환은행 경 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인수나 이후 리 과정에서 역할은 LSP와 법 으로 별개 법인

인 LSAK, HAK의 각 표이사나 임원 자격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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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을 언 하 다. 나아가 법원은 스

티  리 등이 외환은행 등의 이사 지 에 있었고 외환은행의 이익이나 가치를 

극 화하여 결과 으로 론스타펀드의 이익극 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론스타펀드의 이익만을 할 목 으로 외환은행의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 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활동을 

들어 스티  리 등이 론스타펀드의 리인의 지 에서 외환은행 등의 경 에 개

입하 다거나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경 에 직  개입하 다고 법 으로 평

가하기 어렵다는 도 언 하 다. 만약 스티  리 등이 론스타펀드를 하여 사

업활동을 수행하 고 이들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었다면 고정사업장으

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스티  리 등의 활동은 별개의 법인의 용역 제공의 

일환이거나, 외환은행의 이사로서의 활동이지, 론스타펀드에 귀속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단한 것이다.  쟁 은 부분은 뒤에서 언 할 자회사를 고정사

업장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외국기업이 자신이 향력 하에 

있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그 계열회사의 

사업장소를 바로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③ 투자 상 물색이나 투자 상회사 리를 핵심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법원은 LSAK, HAK의 설립목 이나 활동 내용에 비추어 스티  리 등이 외환

은행 등의 인수과정  경 에 여한 활동은 “LSP나 LSGA가 투자여부를 결정

하기 한 사 · 비  활동 는 자산을 리하며 그 처분시 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한 사후 ·보조 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단하 다.  ①에

서 연결되어 사모펀드의 핵심  활동은 자 모집  투자 상결정 등이고 국내

에서 LSAK나 HAK의 활동은 비  는 보조  활동으로 본 것이다.

     ④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

  스티  리 등의 행 는 LSP와 법 으로 별개 법인인 LSAK, HAK의 각 표이

사나 임원 자격에서 한 것이고 달리 스티  리 등이 원고들의 리인으로서 국

내에서 원고들을 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 으로 행

사하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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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에 한 평가:　펀드투자에서 고정사업장 인정문제

  사모펀드의 국내 투자 과정은 자 을 모집하고, 투자 상을 결정하여 인수계약

을 체결하여 투자 상을 취득하고, 투자 상의 리를 통한 가치를 높이고, 매각 

시기  매수인을 결정하여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  회수하여 분배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펀드 투자에서는 핵심 업무는 펀드 투자자를 찾는 

업무(fundraising)와 펀드 리 업무(fund management)로 나  수 있는데, 펀드 

리 업무에는 투자 상 물색, 투자 상 평가, 사업  재무 모델 검토, 투자 제안

서 작성, 투자 상에 한 실사, 인수를 한 계약 상과 인수, 투자에 한 감

독, 특히 주주권의 행사와 회사에 한 감독, 인수희망자 발굴  매각 상, 투

자자에 한 보고 등이 포함된다. 

   론스타펀드 사건에서 투자 상 물색, 자산 리 등의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되

었는데 국내에 있는 론스타 펀드의 계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담

당하 다. 따라서  사건의 쟁 은 ① 계사의 활동을 론스타펀드 자신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계사의 사업장소가 곧 론스타펀드 자신의 고정

된 사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 ② 그 사업활동이 핵심  성격의 것인지, 비  

보조  성격의 것인지 여부로 정리할 수 있다. 법원은 ① LSAK,　HAK의 사업장

소가 론스타펀드의 사업장소로 볼 수 있는지에 해서 구체 으로 따지지는 않

은 채  회사들이 론스타펀드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들의 활동을 근거로 론

스타펀드가 직  활동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하 고, ② 국내에서 수행된 활동들

이 사모펀드의 수익창출과정의 핵심 인 활동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첫 번째 쟁

은 계열사를 본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요한 쟁 으로 그 구

체  사실 계와 법리는 뒤에서 상술하기로 하고,470) 여기서는 사업활동의 성격

에 해서만 살펴본다. 

  만약 자산운용회사와 같이 자 을 모집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고는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그 사업장소에서 투자 상을 물색하고 입찰에 참가하거나 투자의향서를 

수하고 투자 상 자산을 리한다고 생각해보자. 투자 상의 결정 등 의사결정이 

요하다는 이유로 의사결정만 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 활동을 단순히 비

·보조  활동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투자를 업으로 하는 기

업이라면 이러한 활동은 수익을 창출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 활동으로 

470) 자세한 내용은 이 의 ‘제4장 제3편 2.다.(2)(다) 론스타 사건(한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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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가능하고, Tara 사건의 단기 을 용하더라도 캐나다 

사무실에 직원을 두고 투자 상물색, 투자 상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

다면 핵심  사업활동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사모펀드 투자에서도 투자 상 물

색, 실사, 인수계약 상, 투자 상 리, 매수인 물색 등의 일련의 활동이 국내

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활동들은 펀드 투자의 핵심 인 활동으로 인정될 여지

가 크다. 그러나 실제 사모펀드는 자신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이러한 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

서 활동한 계사들이 계약체결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종속 리인으로 보기

도 어렵다.  사건에서 론스타펀드도 계사가 용역 가를 받고  업무를 수행

한 것이고, 행 조세조약의 해석으로 이러한 계사의 활동으로 본사의 고정사

업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론은 타당

하다고 본다.

  결국, 펀드의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가 요한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의사결정을 한 필수 인 활동이 수행되고 투자자산을 

리하는 기능이 이루어진다면 핵심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근본

으로 비 ·보조  활동인지는 주 인 잣 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안

정한 개념이므로 지분투자 활동에 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론

스타 결은 이러한 단의 어려움을 확인시켜  사례이다. 펀드 리(fund 

management) 기능은 국내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고, 이런 기능을 근거로 고정사업

장으로 보아 과세되는 험이 있으므로 펀드 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고

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을 주석으로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 있는데471) 

타당하다고 본다.

 

   (6) 부동산 임 , 리스사업의 경우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장소가 소유자가 고정된 사업장

소가 되기 해서는 소유자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단지 다른 임차

인에게 부동산을 임 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

니고, 임 사업 자체만으로 해당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472) 

471) European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Association, EVCA comments on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2012. 2. 8.) 5면.

472) Vogel, 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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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에 해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임 한 장소에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근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다거나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 인 기능이 있다고 하여 소유

자에 하여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473) 다만, 임 료는 OECD 모델조

약 제6조에 따라 부동산 소득으로서 원천지국에서 과세된다.474)     

  와 같이 통상 임 인이 사업장소를 임 한다고 하여 그 장소에서 고정사업

장을 구성하는 사업을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 인이 직  여하

지 않고 리인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 다면 리인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충

족할 수 있다. 이에 한 표 인 사례가 미국의 de Amodio 사건이다.

  <de Amodio 사건(미국, 1960년)475)> 

  스 스 거주자인 de Amodio는 미국 내 치한 부동산을 소유한 신탁의 수익자

이고, 신탁에 한 지분 이외에도 소득을 얻을 목 으로 부동산을 구입하 고, 

그의 리인이 임차료를 회수하고, 세  보험료, 리비를 납부하고, 임 차를 주

선하고, 건물을 유지 보수하 다. 한, 그는 채권과 지분에 투자하 고, 리인

을 통하여 이자와 배당을 지 받았다. 미국과 스 스간 조세조약에는 부동산 소

득은 원천지국(미국)에 과세권이 있었고, 배당과 이자에 해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제한된 세율이 용되었다. 미국 국세청은 de Amodio가 미국에 고정사

업장이 있으므로 제한세율이 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미국법원은 de 

Amodio가 리인을 통하여 미국에서 수행한 부동산 련 활동은 단순한 부동산 

소유의 범 를 넘어서는 상당하고(considerable), 계속 이고(continuous), 그리고 규

칙 인(regular) 것이라고 보아 미국세법 211(b)의 미국 내 사업활동 수행(engaged 

in trade or business)을 인정하 다. 그러나 법원은 신탁을 통해서 소유하는 부동

산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고, de Amodio는 통상 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독립

인 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 기 때문에 미국과 스 스 간 조세조약상

의 고정사업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de Amodio 건은 비록 부동산을 소유하는 임 인이라고 하더라도 종속 리

인을 통하여 임 사업을 할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473) Bundesfinanzhof, 10 February 1988, VIII R 159/84, BStBl II 1988, 653.

474) OECD 모델조약 제6조(부동산 소득) 제１항: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농업 는 산림소득 포함)에 하여는 그 다

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75) Inez de Amodio.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34 TC 894.



- 116 -

사례이다.

   석유회사가 임차인들에게 주유소(gas station)를 임 하고는 자신은 사업을 수

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용되어 석유회사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

지 않는다.476) 주유소 경 에 한 다른 사례로 스 스의 Shell사 사례를 들 수 

있다. Shell사의 계열사인 Shell Switzerland SA는 여러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주유소를 독립된 운 자에게 임 하 다. Shell Switzerland SA는 이 운 자들

에게 유류를 공 하고 있었다. 쟁 은 주세(州稅, cantonal tax) 목 상 Shell 

Switzerland SA가 각 주유소가 소재한 곳에 고정사업장을 갖는지 여부 고, 연방

법원은 Shell Switzerland SA가 이 주유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을 근

거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477)

 

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업

  조세조약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사업이 있다.  

   (1) 국제 해운  항공운송

  OECD 모델조약 제8조는 국제교통상 선박,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해서는 기업의 실질 인 리장소가 치한 국가에서 과세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실질  리장소가 아닌 한 원천지국 과세는 배제된다.  규정

은 국제교통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소득과 련하여 그 소득을 한 국가에

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 이다.478) 반면, UN 모델조약은 국제 

해운  항공운송에 하여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안은 OECD 모델조

약과 동일하고, 2안은 국제항공에 해서는 동일하지만 국제해운의 경우 한 국가

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일상 인 것 이상인 경우(more than casual)에는 그 국가에 

실질  리장소가 없더라도 순이익의 한 일정 부분은 과세하되, 비 리 국

476) Bundesfinanzhof, 30 June 2005, III R 76/03, BStBl II 2006, 84, Schaffner, 135면에서 

재인용.

477) ATF 134 I　 303,  결에 한 분석은 Daniel de Vries Relingh,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tax teaty and Swiss domestic tax law, 

Intertax (Nov, 2010), Vol.38(11) 582면 참조.

478) OECD 모델조약 제8조에 한 주석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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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본 소득에 부과되는 세 은 양국 합의에 의한 비율(퍼센티지)에 의해 감

소된다고 하여,479) 실질  리장소가 없는 국가의 과세권을 인정한다. UN 모델

조약에서 제시한 안은 모두 원천지국 과세가 고정사업장의 존재에 따라 결정되

지 않는다는 이 동일하다.

  

   (2) 농업과 산림업

 

  OECD 모델조약에서 농업과 산림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

하는 소득이므로 농업과 산림업이라는 사업과 련한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와 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에서 과세된다.480) OECD 주석은 부동산 

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 것은 소득의 원천과 원천지국 사이에 항상 긴

한 경제  계가 있다는 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농업과 산림업

에 해서는 양자 합의로 이를 제7조의 사업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481)

 

마. 소결: 사업활동 요건의 불안정성  과세권의 립 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핵심  활동인지 아니면 비  는 보조  활동인

지는 단자의 주 에 따라 달라지고 명확한 잣 를 세우기 어렵다. OECD 모델 

제5조 제4항 등 조세조약에서는 비 ·보조  활동을 시하여 기 을 마련하

으나 재의 기 은 다른 법  통을 가진 국가들의 불완 한 타 으로서, 

의 복잡다기한 사업활동에서 유용한 기 이 되기 어렵고 나아가 모든 사업에 

해 비 ·보조  사업이 무엇인지 국제 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실 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BEPS에서 비 ·보조  활동의 인정범 를 좁히는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활동에 해당하더라도 비 ·보조  성격일 것

을 요구하여 해석상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증가시켰다. 

  이러한 해석상의 불안정성과 국제  합의의 어려움으로 사업활동 요건은 고정

사업장 요건에서 요한 쟁 이 되었다. OECD 모델을 심으로 한 재의 기

은 생산, 매, 리 활동은 핵심 인 활동이고 상품구입, 정보수집, 장, 배달 

479) UN 모델조약 8B

480) OECD 모델조약 6조 1항: 한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

로부터 수취하는 소득(농업 는 산림소득 포함)에 하여는 그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481) OECD 모델조약 6조에 한 주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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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활동은 비 ·보조  활동으로 인정되는데, UN모델은 배달에 해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론스타 사건, 블룸버그 사건 등 우

리 법원에서 문제된 사건에서도 핵심 쟁 은 비 ·보조  활동인지 여부이었

고, OECD 조세조약을 심으로 정립된 재의 기 은 핵심  활동을 엄격히 인

정하는 것으로서 각국의 결에도 반 되었다. 그러나 원천지국 입장에서는 기업

이 고정된 장소를 두고 사업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음에도 그것이 본질 인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 이상 고정사업장 과세를 시도할 것이다. 한, 

그밖에 비 ·보조  활동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고정사업장

을 확 하려는 BEPS의 논의에 비추어 사업활동 요건을 둘러싼 갈등과 불안정성

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2편 건설공사의 고정성 요건 (건설 고정사업장)

 1. 건설 고정사업장의 의의  배경

 가.  서론

  OECD 모델조약은 “건축 장, 건설 혹은 설비공사는 12개월을 과하여 존속

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82)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부분의 조세조약에는 건설 고정사업장에 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아래에서

는  조항에 따라 인정되는 고정사업장을 편의상 “건설 고정사업장”이라고 하

고, 비하여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인정되는 고정사

업장을 “기본 고정사업장”이라고 한다). 건설 고정사업장은 연 으로는 고정사

업장을 확 하는 개념이지만, 기본 고정사업장과 어떤 계가 있는지, 건설공사

의 경우 기간 요건만을 충족하면 기본 고정사업장의 다른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

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해석상 문제된다. 한, 공사의 범 가 무엇인지, 12개

월을 과하여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산 과 종 이 무엇인지 등 해석상 명

확치 않은 부분이 많다. 

482)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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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 고정사업장 규정의 도입 배경: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

  기의 조세조약에서는 건설 고정사업장 규정은 없었고 건설 고정사업장이 조

세조약에 등장한 것은 건설활동이 다른 나라에까지 확 된 1930년 이다.483) 건

설 고정사업장이 도입된 배경은 기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은 건설공사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 하기 한 것으로서, 1930년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도 발

견된다.484) 모델 조약으로는 멕시코, 런던 모델 조약에서 최 로 채택되었고,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에서도 규정된 후 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485) 건

설 고정사업장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건설은 그 속성상 일시 인 것이지 항구 인 것이 아니므로 고정사업장이 인정

되는지에 한 의문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  독일에

서는 독일 국내세법의 해석에 있어 건설 로젝트는 구 인 의도가 없고 무기

한이 아니므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486) 이런 에서 과거 

독일 법원은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과의 조약에 한 결정에서 구체 인 건설 

고정사업장 조항이 없다는 을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다.487) 건설활동은 

해당 건축물이 완성되면 종료되므로 성질상 일시 인 것인데다가 도로공사 등 

일정한 지리  지 에 연결되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 많다. 이 게 건설공사는 속

성상 일시 이므로 기본 규정에서 상당히 변형된 것이고 기본 규정의 지속성 요

건을 변경한 것이다.488) 

  둘째는 건설 기술의 발달로 원천지국에서 단시간 내에 건설공사를 완료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나 기본 고정사업장과 동일한 기 으로 고정성 요건을 볼 

수 없다는 조세정책 인 고려 때문이다. 가령 1980년 UN 모델조약 주석은 “짧은 

기간의 건설일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돈과 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489) 고

정사업장 인정을 한 기간을 다소 이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버는 돈이 많다면 

483) Skaar, 77면.

484) 를 들어 1932년 스웨덴과 덴마크간 조세조약 Protocol 제10조. 

485)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인정 로 규정하여 제5조 제2항 

(g)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7년 OECD 모델조약부터는 제5조 제3항에서 별도로 정하

고 있다.

486) Skaar, 347면.

487) 1925년 체결된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간의 조세조약에 한 사례이다. RFH in RStBl 

1934, at 315, Skaar, 347면에서 재인용.

488) Skaar, 344면.

489) 1980년 UN 모델조약 제5조에 한 주석 문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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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활동의 그 국가와의 경제  연 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천지국 

과세가 정당화된다. 

  이런 을 일 하면 원천지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인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 UN 모델조약은 더 나아가 설치와 

조립에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무 하게 만약 활동에 한 가가 설치 는 

조립된 기계나 설비의 가치의 10%를 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

제하는 조항을 제안하고 있다.490) 그러나 OECD 모델조약에서는 기계, 설비의 

매가격의 비율이나 외국기업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의 가격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자본수출국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인정

되면 비정기 이거나 일시 인 활동에 해서도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491) 

  이 게 건설 고정사업장이 도입된 것은 기본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

더라도 건설 장에 한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하기 한 것이었지만, 기본 고

정사업장의 요건을 넓게 인정하여 OECD 주석은 6개월이면 일응 항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으므로,492) 이보다 긴 OECD 모델조약의 12개월 요건은 그 

요성이 감소하 다.493) OECD 모델조약의 기 으로는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하

기 해 도입된 건설 고정사업장이 오히려 기본 고정사업장 보다 더 엄격하게 

기간 요건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래된 것이다. 애  OECD 모델조약이

나 그 주석은 법규범이라기보다는 정치  타 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이다.494) 실제 조세조약에서는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경우가 많다.

  결국, 건설공사에 하여만 12개월이라는 요건을 두는 것은 하지 않다고 

본다.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지속성 요건의 기 이 6개월일 뿐만 아니라 뒤에

서 언 할 서비스 고정사업장의 인정기 이나 고용 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하

여 원천지국에서 과세권한이 발생하는 기 도 183일이다.495) 건설기술의 발달에 

490) UN 모델조약 제5조에 한 주석 문단 8. 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

런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91) Skaar, 384면.

492) 과거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에는 고정사업장의 로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

축 장, 건설 혹은 설비 공사를 규정하여 동일한 취지의 조항을 제5조 제2항에서 포함

하고 있었지만 주석에는 일반 고정사업장에서의 6개월에 한 언 이 없었다.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 제2항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략)

     g. 12개월을 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 건설 혹은 설비공사

493) 자본수입국가들의 비 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이후 

변하지 않았다. Vogel, 364면.

494) 이창희, 앞의 책(주15),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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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졌다는 에서도 건설공사에 한 고정사업장

을 12개월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실제 최근에는 조세조약 자체에서 건설 고정사

업장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496) 다만, OECD 모델조

약 자체에 건설공사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12개월 요건을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범 한 합의가 필요하므로 재로서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고,497) 이는 

행 고정사업장 제도의 변화에 한 국제 인 합의가 어렵다는 을 보여 다.

  결과 으로 건설 고정사업장이 보다 엄격한 기간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그 도

입 취지에는 반하는 결과가 래될 수 있지만 이러한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행 

조세조약의 합리 인 해석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다. 건설 고정사업장과 기본 고정사업장과의 계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3항의 건설 고정사업장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 고정

사업장이 어떤 계가 있는지, 구체 으로 건설 장에서 기간요건이 충족되지 않

아 건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본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여 고

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해 ① 제5조 제3항은 건설 장에 한 

특칙으로서 건설 고정사업장은 12개월 요건을 요구한 것이므로, 건설 고정사업장 

인정을 해서는 기본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본 고정사업장 요

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사가 12개월 이하로 존속한다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

는다는 견해, ② 제5조 제3항은 고정사업장 범 를 확 하기 한 것이므로 12개

월 이하로 존속하는 건설 장이라 하더라도 제5조 제1항의 기본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가능하다. “건축 장, 건설 혹은 설비공사는 12개월을 

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는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3

항의 문언만을 본다면 건설 고정사업장은 기본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도 특별히 계속성 요건을 강화하여 12개월을 과할 것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498) 그러나 제5조 제3항을 신설한 것은 고정사업장을 건설공사에도 

확 하기 한 것이었으므로 기본 고정사업장 요건 역시 충족해야 한다는 견해

495) OECD 모델조약 제15조 제2항

496) 가령,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그리스, 몰타 조세조약에는 9개월이다. 

497) Schaffner, 153면.

498) 제5조 제3항이 의제 조항이 아니므로 제5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견해로는 Brian Arnold, Tax Treaty News, What is a ‘coherent whole 

commercially and geographically’?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Volume 64. Issue 7 

(2010),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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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앞서 설명했듯 건설 고정사업장을 기본 고정사업장

에 비해서 기간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설 고

정사업장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건설 고정사업장이 기본고정사업장 인정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설 고정사업장은 기본고정사업장에 한 특칙으로서 12개월 요건만 

충족하면 다른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을 확 하는 개념이고 건설 고

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

정사업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다면 어떤 경우 건설 장이 기본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가? 제5조 제3

항에서 건설 고정사업장은 지속성 요건을 12개월로 요구하고 있는 을 고려하

여 제5조 제1항과의 조화로는 해석이 필요하다. 우선, 하나의 단일한 건설 장에

서 12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기본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2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3항의 문언이나 취지에 반한

다. OECD 주석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2항에서 의미하는 사무소나 작

업장 같은 건설활동과 연 되는 구조물이 그 안에 있더라도 고정사업장이 되지

는 않는다.”고 하여,499) 기본 고정사업장의 인정을 제한하고 있는데,  설명은 

단일한 건설 로젝트가 12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인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한 장소에서 지속 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각각 별개의 로젝트가 12개월 보다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500) 같은 맥락에서 OECD 주석은 “사무소나 작업장

이 여러 개의 건설공사를 해 사용되고 이러한 활동이 비 ·보조  활동을 넘

어선다면 공사가 12개월을 지속하지 않더라도 기본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

다.”고 보아,501) 사무소를 통해 여러 개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2개월을 지

속하지 않더라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건설 고정사업장이 지속성 요건으로 12개월을 이상을 요구하는 제5조 제

3항과 건설공사에서도 기본 고정사업장 인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모두 

고려하여 단일 사업장의 단일 로젝트가 12개월 미만임에도 제5조 제1항으로 

돌아가 기본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단일 장소 는 여러 장소에서 수 

개의 건설 로젝트를 운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 이하라고 하더라도 

기본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 문언과 건설 고정사업장 취지를 고려한 

49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6

500) Skaar, 372면.

50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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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일 것이다.  

2. 건설공사의 사업장소

가. 건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범

  OECD 모델조약에서는 ‘건축 장, 건설 는 설치공사’라 규정하고 있고,502) 

UN 모델조약에서는 ‘건축 장, 건설, 조립 는 설치공사 는 이와 련된 감독

활동’이라고 하여 조립(assembly)과 감리(supervision)를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넓

게 정하고 있다.503) OECD 주석은 ‘건축 장, 건설 는 설치공사’에는 ① 건물, 

도로, 교량, 운하의 건설, ② 건물, 도로 는 운하의 개축(단순한 유지나 수리 이

상의 것을 포함), ③ 이 라인 설치, 굴착과 설, ④ 공사의 장에서 기획

(planning)이나 지시(direction)를 포함한다고 설명한다.504) 건물, 도로, 교량, 운하의 

건설 등 건축 장(building site)이나 건설공사(construction)의 의미는 비교  명확

하나 건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설치나 감리, 지시 등이 무엇인지는 검토가 필

요하다. 건설 고정사업장에서 과세권이 립되는 요한 문제는 ‘설치, 감리, 지

시의 범 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이고  규정의 해석에 따라 건설 고정사업장

의 인정 범 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해 살펴본다. 련하여  조항

을 건설과 유사한 사업활동에도 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미국 국세청

(IRS)은 12개월 요건을 기본 고정사업장 규정이 용되는 석유의 시험 유정(test 

oil wells)을 시추하는 경우와 같은 건설 유사 활동에 용하고 있다.505) 

나. 건설 활동인지가 문제되는 구체 인 경우

   (1) 설치

  

  설치(installation)506)에는 ① 이 라인이나 이블 설치와 같이 설치 자체가 

502)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3항

503) UN 모델조약 제5조 제3항 (a)

50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7

505) IRS in Ltr. Rul. 85-26-005, (1985. 3. 8.) 륙붕에서 석유 유정을 시추하는 활동이 미

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가 쟁 이었고, 미국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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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설공사인 경우, ② 건물 신축공사에서 건물을 구성하는 필수 인 시설

(가령, 보일러나 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구성하

는 경우, ③ 완성된 건물에 사무실 장비를 설치하는 것처럼 건설과는 분리되어 

장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설치 자체가 건설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건설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것이

다. 문제는 기계장치를 외국에서 제작한 후 국내에 들어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

치하는 경우(②, ③  하나에 해당) 어떤 요건 하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 문

제가 된다. 

  독일법상 고정사업장의 해석에 있어 독일 법원에 의해 제시된 원칙은 건설 고

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설치와 다른 설치와의 차이는 설치가 건설을 한 것인지

(constructional) 즉, 실제 건설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단해야 한다는 것이다.507) 

건설의 상업  사용에만 계된 것은 독일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독일 법원은 실제 건설 작업과 반드시 필연 으로 연결되지 않는 기계나 사무

실 장비의 설치는 건설작업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런 법리는 기계의 설치나 빌트

인(built-in) 가구의 설치, 최 의 도장이나 도배를 제외한 다른 인테리어 작업에도 

용될 것이다.508) 그러나 이 게 설치를 소하게 인정하는 것은 건설공사와 별

개로 설치를 건설과 등하게 규정한 행 OECD 모델조약의 문언에는 맞지 않

다. 설치에 해당하는 이상 건물의 건설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든, 건설과는 독

립된 것이든 설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OECD 모델조약도 설치공사는 건설

공사와 련된 설치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존 건물이나 옥외에 설치하는 기계장

치 등과 같은 새로운 장비의 설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509) 이미 외국에

서 제작을 완성한 장비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인데 

건설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그 설치에 12개월을 

과하는 기간이 소요된다면 건설에 하는 것으로서 건설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와의 연결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2) 기획, 리, 감리의 경우

506) UN모델에는 조립(assembly)을 포함하고 있는데, 설치와 구분되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

고 본다. 1963 OECD 모델에는 ‘조립(assembl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 1977년 개

정시 ‘설치(installation)’로 변경되었다.

507) BFH in BStBl 1979 II 527, Skaar, 398면에서 재인용.

508) Skaar, 398면.

50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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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  건설 작업을 하지 않고 하도 을 한 후 수

인의 작업을 감독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는 국내 업체

에게 하도 을 하여 자신은 감독만 하는 경우,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에 필

요한 노하우와 문 지식은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물리 인 작업

은 국내업체가 수행하는 경우이다. 과거 독일 학계에서는 감리는 개념 으로 건

설작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510) 이런 견해에 따르면 ‘감리’를 고

정사업장으로 인정하기 해서는 UN 모델조약처럼 명시 으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 실제 한국과 노르웨이와의 조세조약에는 감리활동(supervision activity)도 고

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511) 1977년 OECD 주석은 건축의 

기획(planning)과 감리(supervision)가 시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만 건설 활동

에 포함되지만, 만약 기획과 감리가 다른 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활동이 기획과 

감리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512)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이 장에서 물리 인 작업은 

 하지 않고 기획과 감리만 하는 경우, 특히 공사계약을 수주하고서 하수 인

에게 공사를 맡기고 원수 인으로서 감리만을 하는 경우에도 건설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 재의 OECD 주석은 장에서 건축에 한 기획과 감리

는 제3항에 포섭된다고 하여,513) 고정사업장 인정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구체

인 기 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책  에서는 건설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가 직  건설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다른 업체를 고용하여 리와 감리만을 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

다. 따라서 동일하게 리와 감리라는 행 를 하더라도 ① 스스로 공사계약을 체

결하고서는 공사업무는 하수 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리와 감리만 하는 경우, 

② 애 에 건설에 한 리와 감리 업무만을 맡은 경우를 나 어서 볼 필요가 

있다. 

     (가) 건설공사 체결 후 다른 업체에 도 한 경우

510) Tillmann, “Ertragsbesteurung ausländischer General-Bauunternehmer”, Finanz-Rundschau 

306, 309 (1971), Skaar, 405면에서 재인용

511)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의정서(1984. 4. 1.) 제2항: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장 는 건설, 설비나 조립공사와 련하여 6개월 이상 동타방

체약국에서 감리활동을 하면 동일방체약국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

해된다.

512) 1977년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6, OECD, 앞의 책(주5), 62면 

51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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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건설공사를 다른 업체에 도 하고 리와 감리만

을 하더라도 자신이 공사도 계약의 체결주체로서 발주처에 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공사업무를 직  하는 경우와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세법상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합리 이지 않다. 건설공사를 도 받은 외국 기업이 

지 인력을 직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 도 하여 공

사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 후자를 택했다고 그 국가에서 실질  연 성이 부족하

다고 볼 수 없고, 단기간의 공사를 통해 큰 액의 매출이 발생함에도 도 의 형

식을 취하 다고 과세를 못하는 것은 원천지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재에는 회사가 직  생산과 제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도

하는 것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514) 도 받은 하수 인의 업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원수 인이 부담하므로 하수 인이 장에서 건설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원수 인 자신의 직원이 건설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만, 

1977년 OECD 주석의 태도처럼 기획과 감리만을 하 다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지 않으려는 것은 기획과 감리라는 행 만을 놓고 보면 이는 용역 제공에 불과

하여 서비스 고정사업장(service PE)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보

인다. 그러나 건설 도 계약을 체결한 계약 주체가 도 한 경우는 애 에 서비스

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건설작업을 리, 감리의 활동과 작업 수행이라는 물리 인 활

동을 사업상 이유로 분리하 다고 다른 과세효과를 래하여서는 안 되고 물리

 활동에는 여하지 않는 계약체결자는 건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515)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모든 작업 업무를 하도 인에게 

맡기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반  견해가 있다.516) 고정사업장은 원

수 인이 하수 인의 건설 장에 자신의 직원들을 배치하 을 경우에만 충족한

다고 보아 장에 직원이 있을 것이라는 연결고리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으나,517) 

하도 을 하더라도 직원을 장에 배치하여 리, 감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견해는 아니다. 네덜란드 지방정부가 폐기물처리 시설

을 화하기 하여 독일 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독일 거주자는 공장과 기

514) 2010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 1,939곳  799곳

(41.2%)이 다른 업체에 회사의 생산업무를 탁(이른바 사내하도 )하고 있다고 한다

(2010. 12. 2.자 국민일보 기사)

515) Skaar, 410, 412면.

516) Ekkehart Reimer 외, 앞의 책(주198), 75면.

517) Petra Eckl, Is there a permanent establishment? German Report, Cahier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ume 94a, Sdu Utigevers, 2009, 317, 328면



- 127 -

계의 공 과 설치할 의무가 있었고 독일 거주자가 그 업무를 하도  하여 네덜

란드에 직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시설에 근 가능하 고, 

한 명의 직원은 감리를 해 장기간 장에 머무르고 있고 다른 직원들은 단기

간 장에 방문한 사안에서, 네덜란드 법원은 독일 거주자의 활동이 단순한 기

획과 리의 범 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건설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518) 이러

한 네덜란드 법원의 태도 역시 하도 을 하더라도 건설공사에 책임이 있는 계약 

주체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됨을 확인한 것이다. 

 

   (나) 기획, 리, 감리 업무만을 담당한 경우

  반면,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아니라 단지 기획과 감리만을 담당하는 업무

만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와의 실질  연 성이 부족하므로 고

정사업장을 인정할 실익이 고, 기획과 감리를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는 행 

OECD 모델조약의 문언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 국세청은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건설의 기획과 디자인 계약을 체결

하고 자신의 직원을 장에 배치하여 시공사의 업무의 품질을 검사한 사안에서, 

건설계약자 자신에 의해 수행된 기획과 감리 업무는 건설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획과 감리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 고정사업장이 인정

될 수 없고,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상의 건설 고정사업장 규정은 용되

지 않는다고 보았다.519) 따라서 기획이나 리, 감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려면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520)

3. 건설 고정사업장의 기간 요건

가. 건설공사 시작과 종료의 단기

  건설 고정사업장은 12개월의 항속성 요건만으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함으로써 

고정사업장을 확 하는 규정이고 기본고정사업장과는 달리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518) Hoge Raad(네덜란드 법원), Case No. 32.709 1998. 12. 9. 당시 네덜란드와 독일 간 

체결된 조세조약 제2조 제1항에서 고정사업장은 12개월을 과하는 건설 는 조립 

로젝트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19) US Revenue Ruling 77-45

520) 를 들어 한국-말 이시아 간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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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 인 기 을 용하고 있으므로 기간 산정이 매우 요하다. 구체 으로 ①

12개월 기간 산정을 한 시 (始點)과 종 (終點)이 언제인지, ② 간에 기간 

진행이 단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 (始點)과 련하여 과거에는 실제 건설공사가 시작될 때를 기 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521) 건설공사를 해서는 사무소 개설, 장비의 등 장에서 비 

활동이 필요함에도 그 게 짧게 해석할 수는 없다. 건설공사를 한 비  활동

이 있으면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OECD 주석도 기업이 건설을 한 

기획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비작업(preparatory work)을 포함하여 일을 시

작하는 날로부터 건설 장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고,522) 첫 번째 직원이 건설

장에 도착하거나 건설장비가 먼  도착한다면 건설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이 

타당하다.523) 해당 국가에서 직원이 도착하여 건설활동의 비 작업이 시작되어

야 하며 단지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기산이 시작된다고 볼 수 없다.524) 비

·보조  활동은 직 으로 건설활동을 한 것이어야 하고 경제  실체를 가

져야 하므로 단지 계약을 체결하거나 행정기 에 형식 으로 등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525) 

  종 (終點)과 련하여 건설공사가 완성되고 모든 인력이 건설 장에서 철수

한다면 더 이상 건설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인력의 철수만을 기

으로 획일 으로 단할 수는 없다. OECD 주석은 “공사작업이 완성되거나 

구히 폐지된 때” 종료한다고 설명하지만,526) 역시 유의미한 기 이 되기는 어렵

고 독일 법원이 제시한 기 이 참고할만하다. 독일 연방 조세법원은 건설 고정사

업장 기간과 련하여 ① 계약자의 첫 번째 직원이 장에 도착한 시 에 비록 

보조 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시작되고, ② 건설공사는 장에서 건설이

나 설치작업이 종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식 으로 승인을 받아야 종

료되어(건설계약에 승인이 포함된 경우) 테스트와 같은 설치 이후의 작업도 로

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③ 만약 건설계약에 승인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

521) Schulze-Brachmann/Dirksen, Erläuterungen zum deutsch-niederländischen Doppelbesteuerung 

C-V/7 ann.17 (looseleaf), Skaar, 384면에서 재인용.

52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9.

523) Skaar, 385면.

524) 인도의 사 규도 모리셔스 거주자가 인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기간

이 시작하지 않는다고 보았다(Indian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AAR), Car Dive 

Marine Construction(Mauritius)  Ltd. (2009) 182 Taxman 124, Amar Mehta, 앞의 책(주

225), 230면에서 재인용

525) Vogel, 372-373면.

526)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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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마지막 직원이 장에서 철수할 때 종료한다고 보았다.527) 일단 건설공사가 

종료된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수선업무, 매 후 활동을 하더라도 12

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528)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면 비 ·보조  활동도 핵심  활동인 건설공사 활동

과 결합하여 체로서 핵심사업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529) 건설공사 자

체는 아니더라도 원천지국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설공사 계약의 이행을 해 

필요한 제반 활동이 시작되었거나 종료되지 않은 이상 해당 기간은 12개월에 포

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령 시추작업을 하는 외국기업이 2개월 만에 시추

작업 자체는 완료하 지만 해 에서 시추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데 1년 이상 소요된 경우에는 건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고,530) 공사나 설치 자체

는 종료되었더라도 테스트 기간이나 사용승인 등 련 법령상 필요한 제반 차

가 진행된다면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531)

  건설기간을 산정할 때 원칙 으로 실제 작업을 수행한 건설기간만이 고려된다. 

그러나 악천후 등 계  장애 혹은 물자부족이나 노동 문제 등 일시  장애가 

있던 기간은 건설장소의 존재기간을 산정하는데 포함된다.532) OECD 주석은 한 

로 도 자가 5월 1일 작업을 시작해서 날씨나 물자부족으로 11월 1일 작업을 

단하고, 다음해 2월 1일에 작업을 재개하여 6월 1일에 끝났다면 그 건설공사는 

일을 처음 시작한 날(5월 1일)과 최종 으로 끝낸 날(다음해 6월 1일) 사이에 13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533)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공정의 일부를 하도  하 다면 건설 장에서 하수 인

이 공사한 기간 역시 하도 인의 공사기간으로 취 된다는 것이 OECD 주석의 

설명이지만,534) 일부가 아니더라도 공정의 부를 하도  하 다고 하더라도 마

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527) Bundesfinanzhof Case No. IR 99/97 dated 21 April 1999

528) Vogel, 373면.

529) 자세한 내용은 이 의 ‘제3장 제1편. 4.나.(5)(나) 보조  활동과 핵심  활동의 결합’ 

참조

530) Coneil dEtat Case no. 16,095 dated 29, June 1981

531) 노르웨이의 행정해석도 기계 조립 자체는 완료되었으나 고객에게 인도되기  테스

트나 조정을 하는 동안은 작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1980. 7. 14. 자 재정부 조

세 담당  비공간 터(Unpublished letter of July 14, 1980, from the Directorate of Taxes 

to the Ministry of Finance), Skaar, 385면에서 재인용.

532) Skaar, 385면. 

53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9

53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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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 고정사업장의 확 : 여러 건설 장이 있는 경우

   (1) 여러 건설 장이 있는 경우 단일 고정사업장 인정의 문제

  어느 기업의 여러 건설 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가? 만약 여러 건설 장을 하나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12개월 요건 

단시 각 사업장의 존재 기간을 체 으로 보아야 하므로( 를 들어 각 건설공

사별로는 12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여러 건설공사가 존재한 체 기간

은 12개월을 과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기간 요건이 요한 건설 고정사업장에

서는 하나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기본 고정사업장보다 더욱 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여러 건설 장을 하나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건설 

고정사업장은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원칙은 각각의 건설 장은 하나의 로젝트로서 별개로 고정사업장을 단해

야 한다는 것이다. 12개월 요건은 각 개별장소나 공사에 용되므로 그 공사와 

 무 한 다른 장이나 공사와 련하여 계약자가 이 에 소모했던 시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OECD 주석의 태도이다.535) 각각의 건설 장이 별개

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는 원칙에 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 으로 하나의 계약을 여러 개로 나 어 여러 장소에서 수행함으

로써 기간 요건을 회피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실질 으로 단일한 작업의 

일부라면 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있고 OECD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536) 여러 외국 사례에서 여러 건설 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보다 근본 으로는 분리된 여러 개의 건설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체 으로 12개월 이상이 지속되었다면 원천지국 

과세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연결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이런 연결성을 무

시하고 일률 으로 건설 장별로 고정사업장을 단할 수는 없는바, 재의 타

은 상업 , 지리  연 성이 있다면 여러 개의 건설 장을 체 으로 보아 하

나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단 기 : 상업 , 지리  연 성

  먼  OECD 주석은 건설 장은 그 공사가 상업  그리고 지리 으로 연 된 

53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8

53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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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형성한다면 비록 여러 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단일 건으로 취

된다고 하여,537) 기본 고정사업장과 동일하게 상업 , 지리  연 성이라는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해외의 사례에서도 상업 , 지리  연 성

(commercial and geographical coherence)을 기 으로 단하고 있으나 구체  사안

에서는 단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결국, 지리 으로 동일 는 근 한 장소

인지, 고객이 동일한지, 수 개의 건설공사가 불가분 으로 하나의 일부를 이루는

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 으로 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 지리  측면 

  하나의 건설 장은 고객이 여럿이더라도 하나의 고정사업장을 이룬다. 를 들

어 주택 단지 공사에서 여러 고객과 계약 체결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체를 

하나의 장으로 볼 수 있다.538) 한, 건설공사의 성격상 공사가 진행되면서 장

소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 가령 도로나 운하의 건설, 수로의 설, 가스

 매설 등은 체를 하나의 건설 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539) 

    (나) 상업  측면

  지리 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건설 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해서는 

상업  연 성이 있어야 한다. OECD 주석은 지리  “그리고” 상업  연 성을 

요구하므로 지리 으로 분리된 이상 상업  연 성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단일 

건으로 취 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그리 볼 것은 아니다.   

  상업  측면에서 가장 요한 것은 한 명의 고객과 체결한 하나의 계약인지 

여부이다. 한 명의 고객과 체결한 단일한 공사계약이라면 공사 장이 여러 개이

고 지리 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하나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건

설공사를 각기 다른 고객과 체결하고 건설 장이 지리 으로도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업  연 성은 여러 건설 장이 

계약에 의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단일한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계약이 연속 으로 체결되었는지,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는지 동일한 청

537)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8

53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8에서는 여러 사람에 의해 발주되었다고 해도 하나의 

건축 장은 단일한 사업장을 이룬다고 설명하면서 그 로 주택 단지를 들고 있다.

53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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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로 을 청구하는지 등에 따라 상업  연 성이 인정될 수 있다.540)

  독일 법원은 스 스 회사가 독일 고객과 복수의 턴키 계약(설치 공사)을 체결

한 사안에서 상업 , 지리  연 성이 있다고 보았다.541) 물론 고객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를 들어 인도의 조

세심 원(Indian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은 각각의 로젝트를 개별 으로 

보아야 하고, ① 계약을 임의로 쪼개던지, ② 활동들이 불가분 으로나 상호 의

존 이어서 본질 으로 체 인 하나로 보아야 하는 외 인 경우에만 총

근법을 인정하 다.542)  사례에서 인도 조세심 원은 인도 륙붕에서 석유 탐

사를 한 랫폼, 이 라인 등을 설치하는 3개의 계약에 하여 각각 개별

으로 건설 고정사업장을 단하여 건설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다. 독일 사례로, 

독일 거주자가 룩셈부르크 화 회사를 해 화선을 건설하 는데 각각의 계

약은 입찰 차 진행으로 체결되었고, 각각의 계약은 독립되어 룩셈부르크의 각

기 다른 지역에 한 것이었다. 독일 지방 조세법원은 체를 하나로 보아 기간

을 계산해야 한다고 단하 지만 독일 연방조세법원은 룩셈부르크의 다른 지역

에서 작업을 하 으므로 지리  연결성이 부족하다며 기환송 결을 하면서 

납세자가 여러 로젝트를 상호 력하면서 진행하 는지 각 로젝트 장별로 

납세의무자가 수행한 업무의 진행시기를 고려하여 단하라는 기 을 제시하

다.543) 

  반면, 미국 국세청(IRS)은 굴착장치가 멕시코만의 륙붕의 다른 장소에서 사

용되더라도 고정된 사업장소를 인정하 다.544) 미국 국세청은 시추되는 곳이 지

리 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단하 는데, 그 근거는 시추 장소가 두 개의 인 한 

주의 해안에서 떨어진 멕시코 만의 미국의 륙붕에 있었고, 시추 계약이 한명의 

거래상 방과 체결되었고, 계약기간이 2년인 가격이 정해져 있는 하나의 계약이

라는 (즉, 상업  연 성)을 근거로 하 다.  

  여러 고객과 체결하고 지리 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여 항상 복수의 고정사

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 으로는 다른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으로는 

하나의 고객일 수 있다. OECD 주석이 들고 있는 조약남용의 로, 주로 륙붕

에서 일하거나 륙붕 개발이나 탐사 련 활동을 하는 기업이 원래 계약을 몇 

개로 나 어 각각이 12개월 이하가 되도록 하면서 실제는 같은 그룹에 의해 소

540) Skaar, 364면.

541) Bundesfinanzhof Case No. IR 99/97 dated 21 April 1999

542) J. Ray McDermott Eastern Hemisphere Ltd. v. JCIT [2010] 39 SOT 240

543) Bundesfinanzhof Case No. IR 3/02 dated 19 November 2003.

544) PLR Ltr. Rul 852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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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된 서로 다른 회사에 분배하는 경우이다.545) 이런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용하

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건설 고정사업장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에서 건설공사를 하면서 돈을 번

다면 그 국가와의 실질  연 성을 인정하여 다른 요건을 엄 히 따지지 않고 

기간 요건만으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12개월 이상 어느 장

소에서건 건설공사를 수행한 이상 지리 으로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  연 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건설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

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리 으로 분산된 여러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소

로 보아 체 으로 12개월 요건을 따지는 것은 마치 이동하면서 사업장을 여는 

것에 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어

야 한다는 고정사업장의 기본 개념상 넓게 인정되기는 어렵다. 여러 해외 사례에

서 고객이 동일한 경우에도 상업  연 성을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하는 고정사업장의 기본 개념을 건설 고정사업장에서

도 철시키는 이상 지리 , 상업  연 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특히 요한 상

업  연 성을 고려함에 있어 계약상 방이 동일한지, 하나의 계약인지, 상호간

에 긴 한 연 성이 있는지를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소결: 건설공사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

  건설 고정사업장은 그 속성상 일시 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고정사업장에 

비해 고정사업장을 용이하게 인정하기 한 것으로 특히 건설기술의 발달로 단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보하기 한 제도이다. 더 나

아가 UN 모델조약 주석에서는 활동에 한 가를 기 으로 설치, 조립 활동의 

고정사업장 인정을 제안하는 등 액을 기 으로 한 제도를 제안하지만 채택되

지는 못하 다. 

  건설 고정사업장에서는 12개월이라는 기간 요건이 가장 요한데 기본 고정사

업장이 6개월이면 지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 건설 고정사

업장에서는 물리  장소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주로 지속성 요건이 문제되

54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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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다른 요건에 비해 해석상 불확실성의 문제는 지만, 리·감리업무의 경우, 

여러 건설 장이 있는 경우 단일 사업장 인정의 문제 등 쟁 은 원천지국 과세

권 확 를 한 립 지 이다. 여러 건설 장이 있다면 기본 고정사업장과 마찬

가지로 상업 , 지리  연결성으로 단하게 된다. 개념 인 모호성으로 인해 해

석상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각국의 과세당국은 이를 넓게 인정하여 과세를 시

도하고 있다. 

제3편 자상거래(E-commerce)에 한 고정사업장 인정

1. 서론

  인터넷의 발달과 보  증가로 자상거래(E-Commerce)가 속히 증가하 고, 

해외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자상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상품을 공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많은 기업들은 인터넷이 보다 효율 이고 비용이 감되므로 인터넷

을 매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선택하 다.546) 인터넷을 통한 자상거래의 증가

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더라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과연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한 근본 인 의문들이 제

기되었다. 자상거래의 경우 서버와 같은 인 라의 치는 자상거래를 구성하

는 핵심 인 경제활동인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치와 거의 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547) 자상거래의 발달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건으로 하는 통 인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한 한 도 이었다. 

  OECD에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은 변화된 환경에 응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각 국가의 과세 청의 해석이나 법원의 결은 이

런 결론에 따르기도 하 지만, 자상거래에 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려는 움직

임은 계속되고 있다. 

  자상거래의 발달로 래된 고정사업장에 한 근본 인 의문들은 제5장에서 

보다 깊이 논의하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자상거래에서 고정사업장 인정에 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행 고정사업장 제도 하에서 합리 인 해석이 무엇

546) Randolph J. Buchanan, 앞의 (주146), 2110면.  

547) Dale Pinto, The Need to Reconceptualize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reshold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60 (7) (July 2006),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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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검토한다.

2. 자상거래에서 고정사업장 인정에 한 논의

가. 도입

  자상거래(E-commerce)는 국제 으로 국경 없이 로벌화 된 경제에서 사업을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 다. 기업은 물리 으로 고객에게 찾아갈 필요 없이 인

터넷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공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상거래가 래한 근본

인 변화들은 각 국가들이 기존 제도를 수정하여 자국 내 고객에 한 자상

거래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 고, 반 로 자국 내를 기

반으로 하는 사업, 즉 외국에 있는 고객에게 자  방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하여도 과세권을 유지하는 것을 시도하 다.548) 

  나. OECD의 논의

  OECD와 미국은 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고정사업장 개념의 에 발 빠르게 

처하 다. 1998년 OECD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에서 자상거래는 새로운 

조세 시스템 도입을 정당화할 정도로 통 인 사업형태와 다른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 다.549) 미국 재무부는 조세 립성의 원리를 내세워 자상거래에 새로운 

는 추가 인 세 을 부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의 조세시스템은 동일한 소

득에 해서는 그것이 자  수단으로 얻은 것이건, 기존의 상업 채 을 통해 

얻은 것이건 상 없이 동일하게 과세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550) 그러나 자

상거래에 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해 OECD 회원국 간에서 격렬하게 논의되었고, 결국 OECD 모델 자체가 변경

되지는 않았고, 주석의 변경에 그쳤다. 2000년 12월 22일에 OECD의 재정분야

원회(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of the OECD)는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의 최종 개정 안을 발표하 다.551) 구체 으로 OECD는 컴퓨터 서버와 웹사이

548) Schaffner, 76면.

549) Randolph J. Buchanan, 앞의 (주146), 2111면.

550) Stephen M. Feldhaus, Taxing International E-Commerce, N.Y.U. J. Int’l L. & Pol. (Sep. 

11, 2000) 2면, Randolph J. Buchanan, 의 (주146), 2111면에서 재인용,

551)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Clarific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Perm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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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에 하여 입장을 명확히 하여, 2003년 OECD 주

석 개정시 반 되었다. OECD 주석 개정은 회사들에게 이 쟁 에 한 지침

(guidance)을 제공하고 있고,552) OECD의 논의는 2005년에 발표된 “E-commerce: 

Transfer pricing and business profits taxation”(이하 “2005 OECD E-commerce 보고

서”라 한다)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OECD는 자상거래와 통 인 상거래는 동일한 취 을 받아야 하고, 자상

거래에 한 특별한 규칙은 피해야 하고 효율성이 요하다고 하면서,553) 자상

거래에 용되는 규칙이 행정  부담을 과다하게 증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을 언 하 다.554)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물리  존재가 없으면서 과세권을 확

하는 것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555) 자상거래로 고정된 사업장소라는 

통 인 요건이 붕괴되는 것에 반 하 다. OECD의 결론은 자상거래를 해 

통 인 규칙에서 벗어날 특별한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재의 개념이 탄탄하

고 잘 정립되어 있어 새로운 상황에 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556) 

  결국 OECD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제에서 시작하여 고정사

업장 개념은 포기되지 않고 비교  최소화된 조정이 이루어졌다. OECD가 자

상거래에서 고정사업장 사용의 계속을 정당화하는 근은 ① 고정사업장은 개념

으로 옳고, ② 변화를 필요로 하는 조세회피나 세입감소를 지지하는 증거가 

으며, ③ 고정사업장 규정은 자상거래의 변화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연하고, ④ 재 규정에 의해 야기된 어떠한 비효율이 있다면 이 가격과 다른 

수단들이 이를 치유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557)

다. OECD 논의에 한 평가와 도

  OECD는 자상거래라는 거 한 도  앞에서 기존 고정사업장 제도에 근본

인 변화를 래하는 것을 주 하면서 새로운 안들에 해 립성, 효율성의 잣

Establishment Definition in E-Commerce: Changes to the Commentary on the Model Tax 

Convention on Article 5 (Dec. 22. 2000)

552) Randolph J. Buchanan, 앞의 (주146), 2135면.

553) 2005 OECD　E-Commerce 보고서 60, 61

554) 2005 OECD E-Commerce 보고서 72

555) 2005 OECD E-Commerce 보고서 73

556) 2005 OECD E-Commerce 보고서 66

557) Benjamin Hoffart,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Digital Age: Improving and Stimulating 

Debates with Access to Markets Proxy Approach, Northwestern Journal of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Volume 6, Number 1 (2007),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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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토하 으나, 결국은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정사업장 제도가 

변화하기 어려운 공고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최근 BEPS 논의에서도 고

정된 사업장소 없이  세계에서 물건을 매하는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

상거래 자체에 한 과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즉, BEPS 로젝트를 통해 자

상거래 등 새로운 거래형태의 증가가 고정사업장 개념에 한 진 인 변경으

로 이어지기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다만, 자상거래에 한 고정사업장 과세는 제한 이지만 원천지국에서는 다

른 방식으로 과세를 확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를 들어 우리의 부가가치

세법은 최근 자  용역에 한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558) 국외사업

자가 국내에 자  용역559)을 공 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 다. 이로써 외국법인이 오 마켓이나 구  

이스토어나 애 의 엡스토어를 통해 애 리 이션을 공 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동 상 일, 소 트웨어를 공 하는 것에 해 부가가치세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 다. 자상거래에 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으

로 보인다.

3. 행 조세조약상 자상거래에서 고정사업장 인정 범

가. 물리  장소가 무엇인지? - 웹사이트와 서버의 구분

  자상거래에서 국가와의 지리  연결성이라는 요건이 포기되지 않는다면 고

정사업장 과세에 이를 만큼 그 국가와 실질 인 연결성이나 규모가 된다는 징표

는 무엇일까? 웹사이트 운 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리  설비인 컴퓨터 장비, 즉 

서버560)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OECD나 여러 국가의 태도로서 고정된 사업장

558) 부가가치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96조의2

55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 자  용역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는 컴

퓨터 등에 장되어 구동되거나, 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게임·음성·동 상 일, 자 문서 는 소

트웨어와 같은 작물 등으로서 (光) 는 자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

성·음향  상 등의 형태로 제작 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자  용역을 개

선시키는 것

560) 서버란 인터넷에서 서버는 특수한 형태로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담겨진 정보들을 외

부에 공개해주는 컴퓨터를 이른다. 일반 으로 인터넷에서는 여러 정보들을 서버에서 

리하고, 일반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컴퓨터(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서버에 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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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요구하는 통 인 고정사업장 개념에서 도출되는 합리 인 결론으로 인식

되고 있고 Skaar도 서버 자체나 서버가 치한 사무실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561)

    (1) 웹사이트의 경우 

  OECD 주석은 고정된 장소가 될 수 있는 컴퓨터 서버를 컴퓨터에 장되는 소

트웨어나 데이터와 구별하고 있다.562) OECD 주석은 인터넷 웹사이트는 소 트

웨어와 자  정보가 합쳐진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고 있다.563)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소 트웨어와 정보만을 볼 때 어떠한 

“자산 혹은 일례로 기계장치나 설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일정

한 장소(location)는 없게 된다.564) OECD 주석은 웹사이트 자체와 웹사이트가 

장되고 사용되는 서버와의 구분이 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 사업을 하

는 웹사이트가 인터넷 용역 공 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에 탑재되는 

경우, 비록 지 하는 수수료가 소 트웨어와 웹사이트에 사용되는 데이타를 장

하는데 사용되는 디스크 공간에 따라 정해지고, 웹사이트 운 기업이 웹사이트를 

특정 장소의 특정 서버에 탑재되도록 결정할 수 있었다 해도, 이 계약으로 일반

으로 서버나 서버 소재지가 그 기업의 처분권한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설명한

다.565) 웹사이트 운 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웹사이

트는 유형 인 것이 아니므로 웹사이트 운  기업은 그 장소에 물리  실재

(physical presence)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OECD의 태도이다.566)

   (2) 서버의 경우

  반면, OECD 주석은 웹사이트가 탑재되거나 웹사이트에 속 가능한 서버는 

물리  장소를 가진 일종의 설비로 이러한 장소는 그 서버를 운 하는 기업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웹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을 운 하는 

서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두산백과사

561) Arvid Skaar, 앞의 (주312), 188면.

56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2

563) Ibid.

564) Ibid.

56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3

56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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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신이 사용권이 있는 서버를 소유하고 있다면, 를 들어 그 기업이 웹

사이트가 장되고 사용되는 서버를 소유(혹은 리스)하고 운 하고 있다면, 서버

가 치한 장소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567) 물

론 해당 기업이 서버를 통해 수행하는 활동은 비 ·보조  성격을 넘어선 것이

어야 한다. 다른 기업의 웹사이트나 기타 응용 로그램을 탑재할 목 으로 자체 

서버를 운용하는 경우 인터넷 용역 공 자(ISP)들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하여 자신의 서버를 운 하는 것은 사업활동의 필수  부분이므로 비 ·보조

 성격으로 볼 수 없는 반면, 기업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떤 장소에서 단지 서버를 운 하는 것만으로는 비 이거나 보조

인 것을 넘어섰다고 할 수 없다. 즉, 서버에 탑재된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활

동이 인터넷에서 제품을 매하는 활동에 단지 보조 이고 비 인 것이라면(가

령 카탈로그의 시, 고, 혹은 잠재고객에 한 정보제공)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지 않지만, 형 인 매 련 기능이 수행된다면(가령, 고객과의 계약체결, 

결제  제품 달이 그 장소에 소재한 설비를 통하여 자동 으로 수행되는 경

우), 이런 활동은 단순한 비 ·보조  활동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568) 일반

으로 고객이 서버에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경우(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고정

사업장을 구성하는 핵심 사업활동이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569)

   (3) 각국의 사례 

  각국 사례도 체로 OECD의 견해와 동일하다. 먼  독일의 지방법원

(Schleswig-Holstein 지방 조세법원)은 서버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된 서버는 원고 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스 스에서 임차한 장소에 치하

다. 원고는 정보 제공회사로서 서버는 스 스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 고 독

일법원은 정보의 달과 제공이라는 원고의 핵심 인 사업활동을 충족하므로  

서버가 1971년 8월 11일에 체결된 독일-스 스 조세조약의 제7조와 제5조 제1항

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570) 

  이탈리아에서는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해 이탈리아에서 두 

개의 서버를 설치했던 랑스 회사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567)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3

56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9

569) Arvid Skaar, 앞의 (주312), 189면.

570) Dated 6 September. Entscheidungen Finanz Gerichte 2001, at 1535



- 140 -

탈리아 과세당국은 서버는 랑스 회사가 배타 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 치하 으며 서버에 의해 수행된 활동이 보조 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571)

  호주 과세 청도 웹사이트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지만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을 하는 기업이 서버를 갖는 경우 서버가 치한 장소가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572)

  우리 과세 청 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매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  고객 고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

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지 아니하나, 상품 매의 요하고도 본질 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의 회수, 상품의 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에 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 이고 반복 으로 수행되는 경우

에는 동 서버가 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한다고 하 다.573)  규도 서버를 기 으로 단하

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자신의 서버임을 요구하지 않음

으로써  규 로라면 외국법인의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계약 체결 등 

요한 활동이라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계속 , 반복 으로 매하는 외국기업에 해 고정

사업장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과세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나. 종속 리인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다른 문제로 웹사이트에서 자상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이 웹사이트가 탑재된 

서버를 제공하는 인터넷용역제공자(ISP) 는 웹사이트 자체를 통하여 사업을 수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인터넷 용역공 자가 종속 리인이 될 수 있는

지의 문제가 있다. 종속 리인으로 인정된다면 자상거래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상당히 확 할 수 있다.

  OECD 주석은 고정사업장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구성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

571) Ruling 119 of 28 May 2007, Linda Favi, Is there a permanent establishment? Italian 

Report, Cahier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ume 94a, Sdu Utigevers, 2009

572) Tax Determination TD 2005/2, Ekkehart Reimer 외, 앞의 책(주198), Australia-31, 32면에

서 재인용.

573) 국조 서면상담2 -1953(200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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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종속 리인 규정은 일반 으로 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인터

넷 용역공 자는 웹사이트를 소유하는 기업의 리인이 아니며,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상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단지 자기 사업의 

통상 인 과정에서 독립  리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574) 한, 

기업이 사업을 행하는 웹사이트는 그 자체로는 조약 제3조의 사람(person)이 아니

므로 웹사이트를 기업의 리인으로 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는 없다.575)

다. 검토: 서버가 합리  기 인지

  서버라는 물리  시설을 요구하는 결론은 기존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기

과 일치하는가? 설비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므로 서버 역시 고정된 사업장

소로 볼 수 있고, 서버에 탑재된 웹사이트만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서버 자체에 

한 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 라인을 단순히 사용하기만 하는 자는 고정

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고정사업장을 부인하는 것이 기존

의 고정사업장의 인정기 과 일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OECD 모델조약 주석은 

기계(machinery) 는 설비(equipment)도 일정한 경우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고 설

명하고 있고,576) 이 라인을 소유하여 자신이 사용권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

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단지 유류를 운송할 목 으로 이 라인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석되는데,577) 서버를 

운 하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고 서버를 통해 웹사이트를 탑재하는 것

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 다면 서버를 가진 자는 그 국가에 한 실질  연 성이 그 지 않은 자

에 비해 사업소득을 과세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을까?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매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원천지국에 서버를 가진 기업과 서버를 가진 회사

와의 계약을 통해 서버에 탑재된 웹사이트만을 가진 기업에  다른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의문이 있지만, 해당국가에서 단순히 웹사이트에 속 가

능한 것과 그 국가에 서버라는 설비를 두고 웹사이트를 통한 고, 계약체결, 배

57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10

575) Ibid.

576)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2

577) Bundesfinanzhof, 31 October 1996, II R 12/92, BStBl 1997 II 12, Schaffner, 13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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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결제 등을 한다면 실질 인 차이를 인정할 만하다.

  문제는 서버라는 설비는 상 으로 이동하기 쉬우므로 인 인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이다. 서버가 쉽게 이동가능하다는 과 련하여 OECD 주석은 

련된 것은 서버가 이동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하 는지 여부라고 

설명한다.578)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기 해서는 서버는 충분한 시간동안 일정한 

장소에 치하여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579) 서버를 옮김으로써 쉽게 

고정사업장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580) 서버는 자신을 통해 수행하

는 거래에 향을 주지 않고 다른 국가들 간 다른 서버 사이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그 로 복사하여 리하는 미러사이

트(mirror site)581)를 만들어 고객들을 다른 서버로 가게 할 수 있다.582) 이러한 행

동은 과세당국이 고정사업장 제도 하에서 과세하는 고정된 물리  장소를 찾는 

시도를 좌 시킬 수 있다.583)

  결국, 여러 문제 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재 OECD

의 결론은 고정사업장의 근본을 유지하는 범  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4. 소결: 고정사업장 제도의 유연성과 견고함의 확인

   물리  사업장소나 설비 없이 다른 국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

상거래의 발 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하는 고정사업장 제도에 한 한 

도 이었고, BEPS 논의에서 확인되듯 원천지국의 과세권 확 의 노력은 계속되

고 있다. 격렬한 논의 끝에 나온 OECD의 결론은 기본 으로 고정사업장 제도의 

재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하는 기본 개념에 충실

하여 서버라는 물리  시설이 있는지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결정하 다. 여러 국

가의 법원도 동일하게 단하 고,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

을 매한다는 이유로 해당 웹사이트를 고정된 사업장소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

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기존의 고정사업장 제도가 새로운 사업형태에도 유효, 하게 변형되어 

57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4

57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3

580) Arvid Skaar, 앞의 (주312), 189면.

581) 다른 사이트와 내용은 같으면서 인터넷 주소만 다른 웹사이트를 말한다.

582) Dale Pinto, 앞의 (주547), 273면.

58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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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근본 으로 자상거래

에 한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충돌 과정에서 고정사업장 제도

를 유지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고정된 사업장소를 본질로 하는 고정사업장 제도가 

조세조약에서 치하는 견고함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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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

제1편 검토의 상

  고정사업장 제도는 사업소득에 해 원천지국 과세를 해서는 고정된 사업장

소를 요구하는 제도로 원천지국 과세권  거주지국 과세권의 타 이었다. 그

런데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는바, 고정성이 없

음에도 어떤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는 고정된 사업장소 요건과 한 

련이 있다. 만약, 고정성이 없음에도 고정사업장이 범 하게 인정된다면 고

정된 사업장소 요건은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며 실제 원천지국은 고정된 사업

장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권을 확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통 으로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는 표 인 경우는 종속 리인에 의한 고정

사업장이고, 이론상, 실무상 여러 문제 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과세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재에도 매우 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종속 리인 규

정은 OECD 모델조약과 UN 모델조약을 비롯하여 실제 부분의 조세 약에 규

정되어 있으므로 그 해석론을 살펴보고 종속 리인의 기능과 요건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하는 물리  고정사업장  종속 리인에 의

한 고정사업장과 분리된 별개의 쟁 은 아니지만, 자회사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

되는 경우를 별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자본수입국에서는 통 인 고정사업

장의 개념으로는 과세권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회사 등 계열

회사를 통한 사업활동에 하여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직원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지 않더라도 

그 국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어 통 인 고정사업장의 개

념상으로는 원천지국 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활동에 하여도 원천

지국에서 과세하기를 원하므로 서비스 고정사업장 조항이나 독립  인 용역 소

득에 한 과세 조항이 여러 조세조약에 규정되고 있고, UN 모델조약에도 서비

스 고정사업장이 명시되어 있다.

제2편 종속 리인 고정사업장 (Agency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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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속 리인 고정사업장의 필요성  성격

가. 종속 리인 고정사업장 제도의 기능

  외국법인이 고정된 장소가 없이 리인을 통해 활동하고 리인은 체약국 

토 내의 일정한 지역에 치할 필요가 없으므로,584) 이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

구하는 고정사업장의 일반원칙에 비해 원천지국 과세의 역을 확 시킨다. 조세

조약상 리인 조항은 가상의 고정사업장(fiction PE)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종속 리인 조항의 존재 이유는 종속 리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가 직  수행한 활동이 고

정사업장을 구성한다면 비록 다른 사람을 통해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고

정사업장이 인정되어야 한다.585) 외국기업 본인이 직  사업활동을 하는 것과 자

신이 지배, 통제할 수 있는 국내 리인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자신의 고정된 사업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리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국기업 자신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므

로 조세 립성이 침해된다. 더구나 고정사업장이 리인을 통한 사업활동에 용

되지 않는다면 고정사업장 과세를 쉽게 피해갈 수 있으므로,586) 고정사업장 회피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의 효과가 경제 으로 리인이 아닌 외국기업 본

인에 귀속된다면 고정사업장의 용범 를 확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 리

인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의 경우에도 고정사업장 과세의 필요

성이 있다고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리인 고정사업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일부 견

해는 원천지국의 인 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를 정당화할 수 있

고, 리인은 원천지국에 한 통합(integration)이 없기 때문에 원천지국에 한 

과세는 허용될 수 없으며, 리인 고정사업장은 잘 정비된 고정사업장 요건을 악

화시키므로 리인 고정사업장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587)  견해는 리인 조

584) 리인이 그 국가의 거주자이거나 거소를 갖는 등 토와의 연 성이 요구되는지에 

한 논의가 있으나 필요 없다고 본다. 아래. 2.다. 참조.

585)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62면.

586) Skaar, 463면.

587) Maximilian Görl의 견해이다. IBFD, Invitational Seminar on Tax Treaty Rules Applicable 

to Permanent Establishments-in Memorial of Prof. Dr Berndt Runge (Semina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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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정사업장) 

(5)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용되는 독립된 지 의 

리인 아닌 사람(person)이 기업을 해 활동하고,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

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

이 수행하는 활동에 하여 그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다. 다만 그의 활동이 만약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고정사업장

을 구성하지 않는 제4항에 언 한 활동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개인(broker), 일반  탁매매인(general 

commission agent) 는 기타 독립  지 를 가진 리인이 통상 인 사업과정

에서 활동하는 경우,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그 국가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항에 의하면 가령 건설업자는 리인을 사용함으로써 고정사업장이 생기지만 만

약 스스로 하 다면 그가 12개월 이상 있지 않는 한 건설 장 고정사업장이 생

기지 않으므로 일 성이 없다고 주장한다.588) 그러나 술하 듯 기본 고정사업

장은 6개월이면 인정되는 반면 고정된 사업장소 요건을 완화한 건설 고정사업장

은 오히려 12개월을 요구하는 것은 충과 타 의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로 리

인 고정사업장의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리인 고정사업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소수이고 뒤에서 설명할 BEPS의 논의에서 확인되듯이 재는 

리인 고정사업장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힘을 얻고 있다.

나. 종속 리인 인정 요건

   (1) 행 조세조약상 종속 리인 인정 요건 

 OECD 모델조약상 종속 리인 조항은 아래와 같고 우리나라의 실제 조세조약도 

부분 유사하다.

 

  리인의 활동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해서는 ①

리인의 활동을 본인의 활동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고, 

Bulletin-Tax Treaty Monitor (2004/5) 185면.

58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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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인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비 ·보조  활동을 넘어

서야 한다. 리인의 활동을 본인의 활동과 동일하게 보기 해서 리인이 본인

을 하여 활동(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해야 하고, 경제  는 법률 으

로 그 기업에 의존해야 한다는 종속성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지만 조

세조약은 더 나아가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authorization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89) 계약체결권의 의미에 해 논란이 많은데, 행 조세조약상 계약체결권

을 고정사업장 인정을 해 반드시 필요한 요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

약체결권의 요구는 선험 인 개념이 아니며, 역사 으로도 종속 리인 인정을 

해 계약체결권을 항상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590). 각국의 선례 에는 엄 한 계

약체결권을 요구하지 않는 결도 발견된다.591)

  종속 리인의 요건은 제5항과 제6항을 종합해야 도출될 수 있다. 제5항은 “제6

항이 용되는 독립된 지 의 리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므로 우선 제6항의 

독립된 지 를 가진 리인인지 살펴 야 하고,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제5항을 따

져 볼 필요가 없다. 통상 인 사업과정에서 활동하는 독립 인 지 를 가진 리

인이 아니라면 제6항이 용되지 않으므로 제5항으로 돌아와 제5항에서 정한

로 본인을 구속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고, 비 ·보조  성격을 넘어서

는 활동을 하면 종속 리인으로 인정된다. 제6항을 제5항의 외규정으로 보아 

먼  본인을 한 상시 계약체결권이 있는지를 따져서 없다면 고정사업장이 인

정되지 않고, 계약체결권이 있다면 제6항의 외에 해당하는지를 단해야 한다

는 견해가 있으나,592) 제6항을 외 규정으로 보든, 제5항과 통합하여 종속 리인 

성립요건으로 보든 종속 리인 인정을 해서는 제6항에서 정한 종속성이 요구

된다는 에서 실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리인의 활동을 본인의 활동과 동일하게 본다면 리인에게도 본인과 마찬가

지로 사업장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오래 에는 사업장소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행 제도에서는 리인이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는지 계없이 리인과 본인과

의 계  리인의 활동에 기 하여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고 그러한 리인들

이 리인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589)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5항

590) 상세한 설명은 이 의 ‘제4장 제2편 2.다. 리인 고정사업장 역사’ 참조.

591) 표 으로 이탈리아의 Ministry of Finance v. Philip Morris GmbH,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 의 ‘제4장 제3편 2.다.(2)(나) Pillip Morris 사건(이탈리아)’ 참조.

592) Jones, J. F. & Ward, D. A. Agents as Permanent Establishments under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British Tax Review 341 (1993), Eur. Taxn 5, Journals IBFD 16,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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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수의 국제연맹의 모델조약과 일치하게 OECD 모델조약은 개인

(broker), 일반  탁매매인(general commission agent)은 리인 고정사업장을 구

성하지 않는다는 을 확립하 고,593) 재 부분의 조세조약에  내용이 들어

가 있으나, 최근 BEPS 논의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리인 조항과 물리  고정사업장과의 계594)

  종속 리인 조항과 물리  고정사업장과의 계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종속

리인은 물리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용될 수 있는 보충 인 규정

으로 이 타당하다. 만약 동일한 행 가 물리  고정사업장 활동이나 종속 리

인 활동 모두와 련되는 상황에서 물리  장소가 존재하여 물리  고정사업장

이 인정된다면 그 고정사업장이 종속 리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595) 반 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등 종속 리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리인이지만 그 리인을 통해 사용권 있는 장소에서 사

업활동을 하여 물리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596)

  를 들어 미국에서는 캐나다 회사가 캐나다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련 고객

을 유치하기 하여 미국에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체결권이 없어도 고정

사업장이 성립한다고 하 다.597) 남아공의 사례는 납세자가 남아공에 있는 독립

인 리인의 사무실을 통하여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는가가 쟁 이었는데, 법

원은 이를 부정하 다.598) 납세자가 리인의 사업장소에 해서는 고정사업장의 

기본 요건인 사용권이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599) 

결국 리인 고정사업장은 물리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되는 보충  규

정으로서 리인의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물리  고정사업장 요건이 성립한다

면 우선 으로 물리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것이다.   

593) Skaar, 464면.

594) 리인 고정사업장과 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하는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1항의 고정사업장으로 이하 “물리  고정사업장”이라고 한다.

595) Schaffner, 119면, 론스타 사건에서도 제1심 결에서 물리  고정사업장이 부인되자 

과세 청은 항소심에서 물리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비  주장을 개하 다(서울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 8792 

결).

596) Schaffner, 119면.

597) Rev. Rul. 65-263, 1965-2 CB 561.

598) The Supreme Court of South Africa, Appellate Division, in Secretary for Inland Revenue 

v. Downing [1975(4)] South African Law Reports 518, Skaar 467-468면에서 재인용.

599) Skaar,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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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고정사업장 요건, 특히 지속성 요건이나 비 ·보조  활동은 고정사

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의 사업활동 요건

(business activity test)이 충족되지 않을 때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는

가가 문제된다.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5항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라고 명시하여 물리  고정사업장의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활동이 제4항에서 규정된 보조 이거나 비  활동에 한정되지 않아야 함을 요

구하고 있다. 즉, 리인이 보조 인 활동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그 리인은 그 회사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가령 본인

회사를 해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한만으로는 그 회사가 근로자 견 사

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업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600) 

  결국 리인 조항과 물리  고정사업장 원칙과의 계는 물리  고정사업장이 

용되지 않을 때 리인 조항을 용하여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있는 종속

인 계에 있다. 

다. 리인 고정사업장의 역사

  이 과세 방지 조약에서 리인 조항의 역사는 조약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

다. 종속 리인 조항의 기원은 1899년에 체결된 최 의 인 국제 조세조약

인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의 조약으로, 최 의 조약에서부터 리인의 존재는 

원천지국 과세를 정당화하 다.601) 고정사업장의 역사를 보면 계약체결권을 요구

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 종속 리인 요건이 필연 인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1) 국제연맹의 논의

  고정사업장에 한 1927년 국제연맹 안 제5조는 “ 리의 실제 심 장소(real 

centers of management), 계회사(affiliated companies), 지 (branches), 공장

(factories), 리인(agencies), 창고(warehouses, depots), 사무실(offices)은 고정사업장

으로 간주된다. 독립  리인의 지 에 있는 선의의 리인( 개인, 탁매매인, 

기타)을 통하여 외국에서 거래를 하는 사업을 가진 것은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602) 리인은 일반 으로 고정사업장으로 

600) Skaar, 468면.

601)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간 1899년 조세조약 2조 1항, Skaar, 471면, Ekkehart 

Reimer 외, 앞의 책(주198),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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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인이 기업에 의해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무실 기타 장소에서 활동의 부 

는 일부를 수행할 때 

(b) 리인이 그 활동의 부 는 일부를 수행하는 사무실 는 장소가 외형  

표시(outward signs)에 의해 기업 자체의 사업장으로서 지정받았을 때

(c) 리인이 매의 목 으로 기업에 속하는 창고나 상품 재고(샘 은 제외)를 상

구성할 수 있고 다만 독립  지 에 있는 개인 등을 제외하 다. 1927년 국제

연맹의 안의 문구는 리인이 사무실 혹은 다른 물리 으로 치한 설비를 가

진 리인을 의미하는지에 하여 명시 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독립 리인이 아닌 종속 리인이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은 1927년 최 의 국제연맹의 모델조약에서부터 제시되었다. 1920년  말까지 

체결된 부분의 이 과세방지 정은 종속 리인과 독립 리인을 구별하지 않

았는데, 독립 리인과 종속 리인과의 구별은 원천지국의 과세권에 한 제한으

로 해석될 수 있다.603) 1927년 이후에는 독립 리인과 종속 리인의 구별은 리

인 조항의 석이 되었고, 유엔이 1960년  말 이 과세에 한 작업을 시작하기 

까지 크게 그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았다.604) 

  1929년 국제연맹의 보고서는 주석에서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려면 리

인은 ① 외국기업을 하여(act for) 활동할 권한을 가질 것, ② 그와 같은 활동을 

정기 으로(regularly) 할 것, ③ 사업장(establishment)에서  활동을 수행할 것 등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 다.605) 즉,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기 

해서는 리인이 사업장소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고정성 요건이 요

구되었다. 이러한 기 은 당사자들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활동인 개인(broker)

이나 다수의 본인을 하여 자신의 명의로 활동하는 탁매매인(commission 

agent)을 배제하기 한 것이었다.606) 

  국제연맹 재정 원회는 구체 으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5가지 경우를 제시

하 다.607)

602) League of Nations, 앞의 (주80), 11면.

603) Skaar, 475면.

604) Skaar, 475면.

605) League of Nations Fiscal Committee,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Work of the First 

Session of the Committee, C.516.M.175.1929 II, 4면. 원문은 아래와 같다.

   (1) The authorization given the agent to act for the foreign enterprise; and

   (2) The fact of his carrying out these transaction regularly; and

   (3) The fact of his carrying them out in an establishment. 

606) League of Nations Fiscal Committee, 의 (주605), 4면.

60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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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하고 있을 때 

(d) 그 국가에 사업 본사를 가진 리인이 그가 일하는 기업을 하여 계약을 상

시 체결하는 법하게 승인된 리인일 때

(e) 리인이 가를 받고 기업을 하여 상시 상거래(habitually transacts 

commercial business)를 하는 피용자일 때  

  이  (d)는 재의 종속 리인 규정에 응하는 조항인데, (b) 외형  표시에 

의해 사업장으로 지정되거나, (c) 매목 으로 상품을 상시 소유하거나, (e) 기업

을 해 상시 상거래를 하는 피용자인 경우 등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등 

재와 비교하면 종속 리인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 다. 이러한 조항에 의하면 

재의 매 리 (distributor)도 리인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 국제연맹의 재정 원회(Fiscal Committee)는 리인 고정사업장에게 사

업장(establishment)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 다. 1930년 보고서는 1929년

에 제안된 리인 고정사업장의 기본 요건은 유지하면서 사업장소가 있어야 한

다는 귀를 삭제하 고, 리인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를 3

가지로 축소하 다.608) 1930년 보고서에 의하면 리인은 ① 선임된 리인이 상

시 본인인 기업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고용계약에 의해 구속을 받고, 

그 기업을 해 상업 거래를 상시하고 가를 받거나, ③ 매를 목 으로 창고 

는 기업에 속하는 상품을 소유할 때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609) 1929년 보고

서처럼 이러한 세 가지 기 은 독립 이고 정기 이며 지속 으로 본사를 고객

과 하게 하는 것이 고유한 사업인 개인이나 다른 리인에 한 고정사업

장 과세를 막기 한 것이다.610)

  그 후 1933년 국제연맹 재정 원회는 모델 조약에서 최 로 종속 리인의 정

의를 채택하 고, 1930년 보고서의 내용을 이어받아  세 가지 기   하나를 

608) League of Nations Fiscal Committee,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Work of the Second 

Session of the Committee, C.340M.1930.II, 4면.

609) Ibid. 원문은 아래와 같다. 

A permanent establishment will thus exist when the agent, being established in the country:

(a) Is a duly accredited agent (fondé de pouvoir), who habitually enters into contracts on 

behalf of the enterprise for which he works; 

(b) Is bound by an employment contract and habitually transacts commercial business on 

behalf of the enterprise in return for remuneration from the enterprise; 

(c) Is habitually in possession, for the purposes of sale, of a depot or a stock of goods 

belonging to the enterprise.

610) Skaar, 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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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611) 한, 개인(broker)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탁매매인(commission agent, commissionaire)은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 다.612) 여 히 ②, ③은 계약체결권을 요구하지 않음으

로써 재의 개념과 비교할 때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하 다.

   (2) OEEC의 논의

  OECD의 신인 OEEC의 재정 원회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조항의 채택을 권고

하 는데 OEEC의 1958년 보고서는 오늘날과 유사하고 리인 고정사업장의 정

의에 종속 리인을 재와 동일하게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

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has, and habitually exercise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라고 정의하

다.613) 한 OEEC의 1958년 보고서는 고정사업장으로 의제되는 리인은 “법  

그리고 경제  에서 모두 의존 인 이들에 엄격히 한정된다.”고 하 다.614) 

 보고서에서 재의 리인 고정사업장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1958년 보고

서는 종속 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인을 구속시킬 충분한 권한이 있는지

에 을 맞추기로 하여 종속 리인 인정을 단하기 한 질문은 ‘ 리인이 본

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가’가 된 것이다. 이로써 계

약체결권이 없더라도 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던 과거 국제연맹 모델에 비해 

고정사업장의 범 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동시에 OEEC의 1958년 보고서는 종속 리인을 인정하기 한 권한을 넓힘으

로써 고정사업장 범 를 확 하 다. 즉, OEEC의 1958년 보고서는 당시 양자 간 

조약에서 흔히 사용되던 “일반  권한(general authority)은 단순하게 권한(authority)

으로 체된다.”고 설명하면서, ① 일반 으로 모든 리인의 권한은 어느 정도

에 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② 행정 인 단순성과 평이성의 목 상 원회는 만약 

리인의 권한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종속 리인이 결정된다면 단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었다고 한

다.615) 그러면서  보고서는 리인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인을 구속시킬 수 

611) League of Nations,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Fourth Session of the Committee, 

C.399.M.204. 1933.II.A. Protocol 2 (c)

612) Ibid.

613) OEEC,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st Report of the Fiscal Committee of the 

O.E.E.C., 33-34면. 

614) OEEC, 의 (주613),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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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면 다른 국가에서 본인 기업의 사업활동의 참여는 리

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의제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설명하 다.616) 

   (3) 1963년 OECD 모델  

  OEEC 보고서는 1963년 모델조약에 그 로 이어져, 1963년 모델에서도 리인 

고정사업장을 해서는 계약체결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617) OECD 모델조

약은 리인이 본인에 종속되어 있고 본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시 

행사할 경우 리인이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당시의 국제  행에 따라 채택하

다고 한다.618) 1963년 모델은 행 조항과 동일하게 제5조 제4항에서 계약체결

권을 상시 행사하는 리인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의 제5조 제5항), 제5조 제5항에서 개인, 탁매매인 등의 독립  지 의 

리인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조항( 재의 제5조 제6항)을 두고 있었다. 1963

년 모델에서 채택된 규정이 거의 실질 인 변화 없이 재까지 유지된 것이다.

  (4) 최근 BEPS의 논의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이후 조세조약은 리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요구

하여, 형식 으로 계약체결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의도 으로 리인 고정사

업장을 회피한다는 문제가 지 되었다. 특히 외국기업 본인에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커미셔 를 통한 매에 해 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해야 한

다는 지 이 계속 제기되자 최근 발표된 BEPS Action 7 최종 보고서에서는 계약

체결권이 없는 일정한 경우에도 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을 제안하

다.619)  BEPS 보고서가 실제 조약에 반 된다면 1963년 OECD 모델 조약 이후 

5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리인 고정사업장 제도에 한 요한 변화이고 원천

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환 이 될 것이다.

615) OEEC, 앞의 (주613), 51면. 

616) Ibid.

617)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 제4항: 한 체약국에서 다른 체약국의 기업을 

해 활동하는 사람-5항이 용되는 독립 인 지 에 있는 리인을 제외-은 만약 그가 

그 국가에서 기업의 명의로 상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행사하고 그 활동이 기업을 

한 상품과 물품의 구입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618) 1963년 모델조약 제5조에 한 주석 14

619) 자세한 설명은 이 의 ‘제4장 제2편 3.가.(3) 3) BEPS 로젝트상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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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고정사업장 제도는 도입 기에는 리인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함으로써 

그 범 를 제한하 으나, 그 후 사업장소 요건을 제거하 다. 기 국제연맹 단

계의 조세조약에서는 리인이 계약체결권을 갖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기

업을 하여 상시 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재보다 그 

범 가 넓었다. 그러나 OEEC의 1958년 보고서에서는 계약체결권을 요구함과 동

시에 법 , 경제  종속성을 요구하여 리인 고정사업장을 제한하 고, 1963년 

OECD 모델에서 재의 모습의 조문이 완성되었다. 1963년 OECD 모델에 이르기

까지 리인 고정사업장 제도는 주로 고정사업장을 제한하는 방향, 즉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천하 고, 1963년 이후 재까지 거의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거주지국 과세권과 원천지국 과세권의 타 은 종속 리인의 인

정을 해서는 ‘ 리인의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천지국에서 

리인이 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형식 으로 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이유

로 고정사업장이 부인됨으로써 많은 비 을 받았고, 결국 원천지국 과세권이 확

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경향은 BEPS의 논의에서 확인되었다. BEPS 최종보고서

의 논의가 채택되어 계약체결권이 없는 경우에도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

면 원천지국 과세권 확 를 한 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리인의 의미

가. 가 리인이 될 수 있는지?

  OECD 모델조약의 리인 조항에 의하면 어떠한 사람(person)도 리인이 될 

수 있다.620) 사람(person)은 “개인(individual), 회사(company), 기타 인  조직(any 

other body of persons)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621) 당연히 조세목 상 법인

(body corporation)으로 취 되는 단체도 포함한다.622) 따라서 개인  회사가 모두 

리인이 될 수 있으며 OECD 모델조약에 한 주석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623) 

620)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5항

621) OECD 모델조약 제3조 제1항 (a)

622) OECD 모델조약 3조에 한 주석 2

62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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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모두 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은 본인의 직원일 수도 있고, 직원이 아니라도 리인이 

될 수 있다. 

  리인의 자격과 련하여 소 트웨어가 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한 문제

가 있다. 앙 데이터 처리 센터를 가진 온라인 소매업체의 경우 고객과의 화

를 한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혹은 다른 메커니즘을 리하는 소 트웨어를 

운용하는 컴퓨터가 계약체결권을 가진 종속 리인으로서 취 될 수 있는가의 문

제가 있다. 일부 견해는 “소 트웨어 리인(software agent)”이 고객이 제품 구입

을 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구입을 결정하면 공 자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기능하므로 실질 으로 사람인 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록 

OECD 모델이 리인을 “사람(person)”이라고 정했더라도 리인 규정이 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24) 그러나 소 트웨어 로그램은 OECD 모델조약상 사람

(person)이 아니므로 리인 규정이 용될 수 없고,625) 경 단은 기업의 거래

조건을 정하는 사람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지 소 트웨어 로그램 자체를 구성

하는 자기장치(magnetic orientation)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

하는 견해가 있다.626) 행 법령상으로는 자화되고 자동화된 장치는 사람

(person)이 아니므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리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

만,627) 기술의 발달로 자동화된 장치가 사람을 체하고 있으므로 리인의 범

를 확 하려는 시도와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상된다. 

    리인이 항상 한 명일 필요는 없으므로 여러 리인을 합하여 기능상 하나

의 종속 리인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 리인들이 단일한 리 하에서 

력하다면 리인들이 트 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리인 고정사업장을 구성

하기에 충분하다.628) 만약 리인들이 통합된 활동을 수행한다면 하나의 단 로 

취 되어야 할 것이다.629) 이 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핵심  사업활동을 여러 명

624) Barrett Schaefer, International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Income: A Proposal to 

Utilize Software Agents for Source-Based Taxation, 16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J.. 111, 136 (2000). 121면, 130면.  

625) Kyrie E Thorpe, International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Is the Internet Age 

Rendering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Obsolete?, 11 Emory Int’l L. Rev. 633, 

666면

626) Gary D. Sprague & Rachel Hersey,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Internet-Enabled 

Enterprises: The Physical Presence and Contract Concluding Dependent Agent Tests, 

Georgia Law Review Fall 2003, 3, 341면.

627) 자세한 설명은 이 의 ‘제3장 제3편 3.나. 종속 리인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참조

628) Skaar, 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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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인이 나 어 수행하게 하여 각각의 리인들은 핵심  활동에 이르지 않

게 함으로써 고정사업장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한, OECD 모델조약상 

리인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여야 하는데 개개의 리인을 기 으로 단하

면 상시 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나. 리인과 원천지국 토의 연 성 

  리인의 활동을 본인의 활동과 동일하게 본다면 본인과 마찬가지로 리인에

게도 사업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조세조약에서는 사업장

소를 요구하 으나 행 조세조약에서는 리인의 사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리인인 종속 리인은 자신의 활동에만 기 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리

인이 사무실 기타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리인이 체약국에 존재하고만 있다면 OECD 모델조약  UN 모델조약상 계약체

결권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 문제는 그 국가와 어느 정도의 연결성 요구

되는가라는 이다. 거주자, 거소 는 단순히 일시  체류 등에서 고정사업장이 

인정될지 문제된다.

  체약국에서 활동하는 리인이 그 체약국의 거주자일 필요는 없겠지만 해당 

국가와의 장소 인 연결성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일찍이 독일법원은 독

일법상 리인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해서 리인이 그가 활동하는 국가의 

거주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독일에서 리인의 체류는 일시 인 것이나 가끔인 

것 이상이어야 한다고 시하 고,630) 따라서 여행하는 리인을 가끔 견하는 

것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게 된다.631) 행 규정상으로는 거소(habitual 

abode)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632) OECD 주석에서는 거주자일 필요도 없고, 

그 국가에 사업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여,633) 장소 인 연결성을 요구하

지는 않는다.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려면 계약을 상시 체결해야 하고 상시

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국가의 토와의 연 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며, 별

도로 리인이 거주자이거나 거소를 요구하는 등 토와의 연 성을 요구할 필

요는 없다고 본다.634) 

629) Skaar, 484면

630) RFH in RStBl 1934, at 1125, Skaar, 484-485면에서 재인용.

631) Skaar, 485면.

632) Skaar, 485면.

63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2: Such persons need not be residents of, nor have a 

place of business in the State in which they act for th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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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인의 계약체결권

가. 왜 계약체결권인가

   (1)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근거

  리인의 활동을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한 요건으로 OECD 모델조약, UN 모

델조약을 포함한 행 조세조약들은 리인에게 계약체결권을 요구하고 있고 이

는 원천지국 과세권을 요하게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계약체결권을 요구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리인이 기업을 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실제 행사해야 하는데, 리인의 활동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가장 분명

하고 의문이 없는 는 ‘ 리인이 본인을 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리인의 활

동에 따른 법률 계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일 것이다. 본인이 체약국에서 

리인의 행동으로 소를 제기당할 수 있다면 본인의 그 국가에서 경제생활이 그 

국가의 과세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설명이 있다.635) OECD 주석은 

고정사업장의 인정은 리인의 권한이나 활동의 성격의 에서 련 국가에서 

사업활동에 상당히 개입하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종속 리인에 한 조항은 계약

체결권을 가진 사람만이 그들이 유지하는 기업을 한 고정사업장이 된다는 원

칙에 근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636) 즉, 계약체결권의 존재를 기업이 해당국가에

서 리인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깊게 수행하고 있다는 표지로 보는 것이다. 

   (2)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  기 인지

  그러나 계약체결권 역시 선험 인 개념이 아니고 1929년 국제연맹 보고서에는 

외국기업을 하여 활동할 권한을 가질 것을 요구하 을 뿐, 계약체결권까지 요

구한 것은 아니다.637) 계약체결권의 요구는 행정 인 편의라는 이 을 가진다.638) 

634) 상시성 요건에 한 자세한 내용은 이  ‘제4장 제2편 3.나.(4) 상시성 요건’에서 상

술한다. 

635)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36면.

636)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2

637) 자세한 내용은 이  ‘제4장 제2편 1.다. 리인 고정사업장의 역사’ 참조.

638) Richard E. Andersen, 의 (주162),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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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청으로서는 계약체결권의 존재라는 객 화되고 비교  단순한 기 을 

용함으로써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를 용이하게 단할 수 있다. 그

러나 계약체결권이 있는 종속 리인에게 리인 고정사업장을 한정하는 것은 수

많은 조세회피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 이 있고, 이것이 OECD 모델조약상

의 조항이 개발도상국에서 많은 비 을 받는 이유로 지 된다.639) 이런 에서 

본인을 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지만 계약체결을 하여 필요한 실질

인 역할을 하는 리인도 역시 종속 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40) 

형식 인 계약체결권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 인 역할만 하면 되는지는 

리인 고정사업장에서 가장 요한 문제이다.  

   행 조세조약의 해석상 리인이 상 권한만을 가지는 것으로는 고정사업

장이 인정되지 않는다.641) 그러나 리인이 모든 상을 하고 본사의 최종 승인

을 받는 경우 본사는 리인의 활동에 기 어 이익을 얻고 있다. 한, 많은 경

우 리인이 상시 제시하는 구매조건은 표 계약에 따르므로 본사에서는 이를 

수정할 이유가 없다. 실무 으로는 계약을 상하는 것과 체결하는 것 사이의 차

이는 사업 인 에서 보면 거의 무 할 수 있지만, 리인 고정사업장이 상

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세법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는 외국의 종

속 리인의 활동에 기 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과세에 있어서 립성을 침

해한다.642)

  실제 덴마크 사례를 살펴보자. 덴마크 회사가 독일 회사를 하여 독일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상품을 발송하 고, 독일 회사의 고객들에게 청구서를 

발송하 다. 덴마크 회사는 독일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을 지 받고 덴마크에 

있는 독일 회사 계좌에 같은 액을 입 하 고, 독일 회사의 덴마크에서 부가가

치세 련 업무를 지원하 다. 그러나 덴마크 회사는 마 이나 로모션에는 

책임이 없었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과 련하여 독일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

요는 없었다. 독일 회사는 덴마크 회사가 독일 회사를 하여 구속력 있는 계약

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덴마크의 행정조세법원은 리인 고정사업장

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로 덴마크 회사가 독일 회사를 하여 계

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독일 회사를 하여 매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다.643)  사례를 보면 계약체결권이 반드시 필요

639) Skaar, 490면. 1980년 UN 모델조약 제5조에 한 주석 72

640) 신동승, “고정사업장과 리인”, 『조세법의 논 (행송 이태로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

행 원회)』, 1992, 6면.  

641)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53면

642) Skaar, 4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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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의문이 든다. 만약 리인이 본인을 하여 로모션, 마  등 요한 기

능을 수행하면서, 주문 수령, 제품 발송, 청구,  입  등 모든 기능을 수행하

음에도 본인을 한 계약 체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부인하는 것

은 원천지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일 것이다. 그러나 계약체결권을 아

무리 넓게 해석하더라도 단순히 계약을 유인하고, 본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는 계약체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태도가 오랫동안 유지된 것은 역사

으로 오래된 요건을 폐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인 편의

성의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과 고정사업장

을 구성하지 않는 상, 고객유인, 기타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조세행정의 

에서는 일정한 범 와 성격의 상을 행하는 것이 아닌 리인의 계약체결권

이 있는 지로 기 을 정해야 단이 용이하다는 이 고려된 것이다.644) 결국, 계

약체결권이 없다면 고정사업장도 없다는  제도의 기본 원칙은 납세자에게 

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조세행정에 편의를 다는 장 이 있지만, 계약체결권을 부

여하지 않는 한 리인이 요한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부인되므로 

원천지국 과세권에 한 요한 제한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에 한 도 이 계속

되고 있다.

   (3) 계약체결권 개념에 한 도

    1) 계약체결권 요건의 실 합성에 한 의문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 이 있고,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권을 리인에게 주지 않고 본사가 직

 보유하는 것이 사업상 정당한 목 을 갖는 경우가 많다. 즉, 기술의 발달로 

원천지국에서 고객설득, 주문수령, 청구, 물건 인도 등 모든 요한 활동을 하더

라도 계약체결은 해외에 있는 본사 계약 에서 검토한 후 고객과 직  체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러한 요 기능을 각 국가의 리인에게 맡기기 보다

는 본사에서 일  수행하는 것이 효율 이고 험을 일 수 있으므로 리인에

게 계약체결권을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을 반

643) Danish Administrative Tax Court Case No. 1988-4-564 dated 15 December 1988, Amar 

Mehta, 앞의 책(주225), 383-384면에서 재인용.

644) Skaar, 492-4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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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제 계약체결권을 요구하지 않는 결들이 발견되고, 조약에 따라서는 계

약체결권이 없더라도 본인을 해 상품을 유지하고 규칙 으로 인도하면서 추가

인 활동들이 물건이나 상품의 매에 기여한다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고 명

시하고 있다.645) 스페인 사례로 스페인 회사가 제조  로모션 활동만을 하고 

본사를 구속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체결에는 여하지 않았더라도 리

인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있다고 단하 다.646) 

  2) 엄 한 계약체결권을 요구하지 않은 사례 - Philip Morris 사건(이탈리아)647)

 엄 한 계약체결권을 요구하지 않은 표 인 사례로 이탈리아의 필립모리스 

사건을 들 수 있다. 

   

   ① 사실 계

  이탈리아 회사인 Intertaba SpA(이하 “Intertaba”)는 스 스 회사가 98%, 미국 회

사가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Intertaba는 지속 으로 미국회사와 스 스 

회사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이탈리아 담배 회가 정확히 수행하는지를 모니터하

다. 이탈리아의 매청은 이탈리아 내에서 필립모리스 상표의 담배를 제조, 

매하는 라이센스를 해 필립모리스 독일과 매 리 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 고 라이센스에 하여 필립모리스 그룹의 구성원 회사들에

게 사용료를 지 하 다. 필립모리스(Phillip Morris GmbH) 그룹 구성원 회사인 

Intertaba는 이탈리아  해외에서 담배 필터를 제조, 매하는 것이 주된 사업목

이었으나, 필리모리스를 하여 이탈리아 담배 회와의 계약 이행을 감독하거

나 통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다. 서비스에는 특수 계가 없는 매 리

(distributor)이 필립모리스 제품을 보 하고 매하는 것을 모니터하고 이탈리아 

담배 시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 다. Intertaba는 서비스 가를 필립

모리스로부터 지 받았고, 이탈리아의 과세 청은 독일 필립모리스(Phillip Morris 

GmbH)가 이탈리아 내에 장된 고정사업장이 있으므로 필립모리스(Phillip Morris 

GmbH)가 지 받은 사용료가 이탈리아의 소득세 과세 상이라고 주장하 다.

645) 를 들어 미국-인도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b)

646) Spanish supreme court, 12 January 2012, Roche, appeal number 1626/2008, Schaffner, 

232면에서 재인용.

647) Ministry of Finance v. Philip Morris, Decision 7682/02, Corte Suprema di Cassazione, 

Rome 07682/02 (200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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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탈리아 법원의 단

  이탈리아 법원은 ① 이탈리아 매청과의 매 리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

거나 통제하는 활동을 한 Intertaba의 역할이 비 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

정사업장을 인정하면서, ② 국제 인 기업집단은 이탈리아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에 기 하여 고정된 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고, 더 구체 으로 이탈리아 회사

의 활동이 모든 련 회사들의 단일한 략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룹에 

속한 수 개의 회사의 고정된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단하 다. 특히, ③ 독일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GmbH)와 이탈리아 매청과의 계약 상시 Intertaba의 

직원이 참석한 것이 “계약체결권”의 범  내에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사실 계상 

다른 모든 외국 담배 회사와의 계약에서 사용한 표 계약서를 사용하 으므로 

독일 필립모리스는 매청간 계약을 상할 기회가 없었다). 학계에서는 이탈리

아 법원이 어도 부분 으로  구조가 이탈리아 내에서 과세를 피하기 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서류에 의해 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648)  필립모리스 

사건에 따르면 자회사가 여러 그룹사의 고정사업장이 있으며 엄 한 의미의 계

약체결권이 없더라도 요한 활동을 수행한다면 종속 리인이 인정된다.

   ③ 결에 한 평가

   결의 근 에 있는 생각은 원천지국에서 요한 활동이 수행되었다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권한을 갖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결

의 핵심 인 단들은 행 조세조약의 문언의 해석 범 를 넘는 것일까? Phillip 

Morris 사건의 법리로는 외국회사가 이탈리아 고객과만 체결한 요하고 복잡한 

계약의 감독과 통제를 하 다면 그 활동이 외국회사의 사업의 본질 이고 요

한 부분임은 정당화 할 것인데,649) 이탈리아 매청과의 매 리  계약의 감독

과 통제는 비 이거나 보조  활동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 개의 계사들의 활동을 합하여 그 회사들의 단일한 고정사업

장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는 조세조약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용과 연결된다.  

결에서 고려된 것은 이탈리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탈리아에서 수행된 활동을 

쪼갠 것이 이탈리아에서 고정사업장을 회피하기 한 것이었다는 이고, 이탈리

648) Sandra P. Mcgill and Lowell D. Yoder, 앞의 (주19), 158면.

649) Ibid,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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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서 수행된 활동의 비 ·보조  성격에 한 평가는 종합 인 에서 이

탈리아에서 수행된 여러 다른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650) 앞서 논의하

듯이 여러 리인들이 단일한 리 하에 력하여 리인들이 통합된 활동을 수

행한다면 하나의 단 로 취 될 수 있으므로,651) 여러 계사들이 동일한 목  

하에 통합된 활동을 수행한다면 이를 합하여 사업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는 해석

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652) 기업이 수 개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유지하면서 여

러 활동을 수행할 때 고정사업장을 회피하고자 인 으로 기능을 분리한다면 

종합 으로 기능이 하나로 취 되어야 하는 것과도 균형이 맞다.653) 다만,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와 같이 계사의 활동을 통합하여 볼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654)

  그러나 계약체결권을 명시 으로 요구하고 있는 행 조세조약의 문언상으로

는 상에 참여하 다는 이유로 계약체결권이 있다는 결론은 도출되기 어려운 

해석론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 기업과 고객 사이의 상에 참석하거나 참가하

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이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행사하

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655) 결국,  결은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모

회사에 의하여 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회사를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통 인 OECD의 태도에 반한다고 비 을 받았다.656)

   3) BEPS 로젝트상 논의 

  본인을 해 활동하고 종속 인 계에 있음에도 본인을 한 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커미셔 에 해서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자( 랑스 Zimmer 

사건 등657)), BEPS 논의에서는 커미셔 를 고정사업장으로 포함키는 안이 포함되

650) Raffaele Russo & Renata Fontana, A Decade of Case Law, Essays in honour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Leiden Adv LLM in International Tax Law, Chapter 4-Multinational 

enterprise and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hillip Morris case, IBFD116-117면.

651) Skaar, 484면.

652) 계열회사가 어떤 경우에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의 보다 근본 인 문제

가 있는데 이는 제3편. 2. 다에서 설명한다.

653) 자세한 내용은 이 의 ‘제3장 제1편 4.나. (5) 여러 활동이 결합된 경우’ 참조

654) 를 들어 BEPS Action 7에서는 재고유지 하는 회사와 매활동을 수행하는 회사가 

계사라면 양자를 통합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OECD 모델조약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 다.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문단 15

65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3

656) 자세한 내용은 이 의 ‘제4장 제3편. 2.다.(2)(나) Phillip Morris 사건(이탈리아)’ 참조.

657) 자세한 내용은 이 의 ‘제4장 제3편. 2.다.(1)(가) Zimmer 사건( 랑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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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6항의 상이 됨을 제로, 사

람(person) 이 한 체약국에서 기업을 하여 활동하고, 활동과정에서 계약을 체

결하거나 계약의 체결로 이어지는 주된 역할을 상시 수행하고, 그 계약이 기

업에 의해 실질 인 변경 없이 체결되고, 이 계약이

a) 기업의 이름으로 체결되거나,

b)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자산의 소유권을 이 하거나 사용

권을 허여하기 한 것이거나,

c) 그 기업의 용역 제공을 한 것일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해 그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의 활동이 만약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수행되었더라

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제4항에 언 한 활동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

야 한다.

었고, 최근 발표된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에서는 계약체결권이 없는 경우에도 

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 다. 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658)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규정에 의하면 리인의 주된 역할

이 고객에게 상품구입을 권유하여 주문을 받는 것이고 계약은 고객과 해외법인 

간 직  체결되더라도 청구, 수령,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BEPS의 논의는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재의 제도에 한 요한 변경이며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방향으로의 

환 이 될 것이다. 

나. 계약체결권의 의미

   (1) 리인의 권한 범

  계약체결권은 본인을 하여 본인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본인을 해 제한 으로 계약체결권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본인의 

모든 법률행 를 할 수 있는 일반 인 계약체결권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한 리인이 일부 카테고리의 보험 상품에 해서만 계약체결권을 

가지더라도 계약체결권은 인정된다.659) 계약체결권은 실질 으로 단해야 하므

658)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문단 9. 제5조 제5항 개정안



- 164 -

로 리인이 회사를 구속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모든 요소와 세부사항을 상한 

경우 비록 계약이 기업이 치한 국가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서명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 회사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660) 한, 본인과 리

인간 계약서에는 계약체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실 계로는 리인

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면 고정사업장은 인정된다.661) 리인이 주

문을 받아 상품을 발송한다면 실질 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다.662) 리

인이 고객과의 상에 참여하거나 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이 기

업을 하여 계약체결권을 행사하 다고 볼 수는 없다.663) 계약체결권은 실제 권

리뿐만 아니라 표 리(apparent authority)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664) 계약

체결권의 의미가 엄 하게 따져진 표 인 사건으로 캐나다 법원의 Knight of 

Columbus 건을 들 수 있다.

<Knight of Columbus (캐나다)665)> 

  Knight of Columbus는 미국 거주자인 보험사로 캐나다에서 보험상품을 캐나다 

리인들을 통해 매하 다. 2명의 총 리인(General Agent)과 220명의 장 

리인(Field Agent)들이 있었는데 총 리인은 매에 극 으로 여하지 않고 

커미션을 받았고 장 리인들을 리쿠르트하고, 교육시키고, 리하는 역할을 

하 다. 장 리인들은 보험상품을 매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리인들은 고

객들의 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문서를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로 보냈고, 미국회사

가 청약(application)을 검토하고 계약을 최종 으로 승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캐나다 과세당국은 장 리인들에 의해 보험계약이 캐나다에서 체결되었다

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리인이 주문을 받아 상품을 발송한다면 실질 으로 계

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OECD 모델주석 32.1을 들었다. 그러나 캐나다 

법원은 납세자 승소 결을 선고하면서 ‘보험청약을 승인’하는 것은 ‘상품 배송을 

한 창고에서 주문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과세당국은 실

659) 네덜란드 사례로 Hoge Raad case No. 14,458 dated 17 May 1961. Amar Mehta, 앞의 

책(주225), 385면에서 재인용.

66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3

661) The Lower Court of Amsterdam case No. 1106/76 M II dated 20 June 1978, Amar 

Metha, 의 책(주225), 387면에서 재인용.

66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2.1

66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3

664)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54면.

665) Knight of Columbus v. the Queen (2009) 1 CTC 2163 (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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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청약의 90%가 승인되므로 일상 인 승인(routine approval)이라고 주장하 으

나, 법원은 신청 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세부 인 의학 인 질문들은 

미국의 뉴헤이 (New Haven)에서 개발되었고, 90%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계약들은 추가 인 조사가 요구되고 그 조사는 뉴헤이 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신청은 동일하게 검토되고 그 결과가 무엇이던 이는 일상 인 승인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한, 캐나다 법원은 장 리인에 의해 수행된 활동은 OECD 

주석에서 설명하는 상의 정도라고 보았다. 보험계약의 형식과 실질 모두를 결

정한 것은 뉴헤이 의 본사이고 세부사항  일부는 사 에 결정되어 있었고 일

부는 인수 과정(underwriting process)의 결과로 결정된 것이다. Knight of Columbus

의 상품에 한 리인들의 여는 상품의 세부사항에 한 상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법원은 계약 상자(negotiator)라기 보다는 기술자에 가깝다고 보았다. 법

원이 장 리인의 활동이 상이라고 보더라도 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권이 아니라고 단하 다.  

  결국, 고객유인과 청약이 캐나다에서 리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청약을 

검토하여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본사이므로 캐나다 리인들은 

계약체결권이 없다고 보아 계약체결권을 엄격하게 해석하 다. 리인이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으로부터 신청서를 작성 받더라도 최종 으로 본사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면 계약체결권을 부인함으로써 종속 리인의 리권을 사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 다. 이탈리아의 필립모리스 사

건과 같이 리권을 사법상의 잣 로 단하지 않음으로써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한 사례와 Knight of Columbus 사건과 같이 문언 그 로 계약체결권을 요구

함으로써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모두 존재한다.

   (2) 리인에게 재량권 는 상권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오래 부터 리인에게 재량권 내지 상권이 없다면 계약체결권을 부인함으

로써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는 논의가 있었다. 즉, 리인에게 상권한과 재

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본인이 정한 계약 조건에 구속되어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리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논의이다. 미국의 규

들은 리인의 재량권을 요구한다. 를 들어, 미국 국세청은 회사의 지시 하에 

상해야 하고 그 승인을 요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단하 다.666)667) 반 로 재량권을 가진 리인, 를 들어 본인을 하

여 주식을 사고 는 재량 인 리권(discretionary power of attorney)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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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은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668) 리인이 재량권(discretion)이 

없고, 본인이 제시한 고정된 조건에 의해서만 본사를 구속할 수 있을 때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669) 미국세법상 국내에 사무실(office)이나 고정된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가 있는 계약체결권을 갖는 리인이 있을 때에

도 고정된 사업장소로 인정되는데,670) 미국세법 864조(c)(5)에 한 재무부규칙은 

리인이 계약체결권 뿐만 아니라 상권한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671) 국

과 호주 간 1946년 조세조약에서는 명시 으로 본사에 의하여 정해진 고정된 가

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리인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았다.672) 

  반면 독일의 국내법으로는 리인 권한에 한 제한은 고정사업장 인정을 제

한하지 않는다고 한다.673) 1971년 네덜란드 법원은 OECD 모델조약에 기 한 

조약에 한 사안은 아니나(1948년 미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조약), 리인이 구체

인 계약 조건을 상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안에서, 구속력 있는 계약에 

이르는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이 있다고 단하 고, 계약의 내용이 상

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요하지 않다고 보았다.674)

  OECD 주석은 기업이 극 으로 여하지 않은 것은 리인에게 권한을 임

하 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675) 기업을 구속하는 계약의 모든 세부사항까지 

상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국가에서 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

여,676) 리인의 상권을 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재량권 내지 상권이 없다고 

하여 계약체결권이 부인되는지에 한 명시 인 논의는 없다. 

  변화하는 사업환경 속에서 리인의 재량권을 요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오늘날의 사업환경에서 기업들은 실질 으로는 어떠한 사업권한도 

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을 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임하는 것이 가

666) Rev. Rul. 54-588, 1954-2 CB 657

667) 나아가 1945년 미국- 국간 조세조약에 한 재무부 규칙은 리인이 본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지만 단지 고정된 가격과 본사에 의해 결정된 조건하에서만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53면. 

668) Rev. Rul. 1955-282, 1955-1 CB 634 

669) Richard E. Andersen, 의 (주162), 53면.

670) 미국세법 864(c)(5)(A) 

671) Regs. §1.864-7(d)(1)(i)

672) 국-호주 간 1946년 조세조약 2조 1항, Skaar, 496면에서 재인용.

673) RFH in RStBl 1941, 355면, Skaar, 496면에서 재인용.

674) Hoge Raad in BNB (1971/43), Skaar, 496면에서 재인용.

67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2.1

676)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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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677) 기술의 발달로 홍보, 마 , 계약조건 상 등은 모두 본사가 직  

담당하면서 그 국가에 사무실 없이 직원이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계약 체결만 담

당하는 경우가 그러한 가 될 수 있다. 즉, 인터넷과 다른 통신기술의 발달로 

외국법인은 “계약체결” 활동을 종속  리인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고, 실제로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이 리인들은 거의 혹은  사업상의 재량이 없다. 화

매나 자동화된 주문 시스템이 그 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계약체결권이 있으

므로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5항의 리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여

기에 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678) 이 주장은 리인 고정사업장이 성립

하기 해서는 계약 체결과정에서 최소한 어떠한 사업상 단(business judgement)

이 필요하고, 리인의 유일한 역할이 본사에서 미리 정해진 조건 로 재화나 용

역 제공의 고객 주문을 수리하는 경우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계약체결권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을 주석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79) 

   이에 반 하는 견해로는, 가격  다른 거래조건이 완 히 고정된 거래약 을 

고객에게 알리고 그에 동의하여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 다

면 가격과 조건에 하여 리인이 상권을 행사하 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고정된 조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리인의 계

약체결권을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오히려 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검토하

여 실질 으로 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인의 계

약체결권을 넓게 인정하여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거래 실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한다.680) 

  일반 으로 리인의 계약체결권에 리인의 재량권을 묻지 않는 것이 계약체

결권을 요구하는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계약체결권은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지만 거주지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의 타 의 결과이고 납세자의 측가

능성과 조세행정  편의가 큰 장 인데, 계약체결권에 더하여 상권 는 재량

권이라는 조문에 없는 요건을 더하여 추가로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측가능성도 해한다.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원천지국에서 요한 사업활동인데 단지 계약조건이 고정

되어 있다고 하여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객과 계약본사가 

모든 거래조건을 정해놓고 리인은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만을 

677) Gary D. Sprague & Rachel Hersey, 앞의 (주626), 340면.

678) Ibid.

679) Ibid.

680) 홍용건,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한 약간의 고찰”, 재 자료 제114집,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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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더라도 이는 요한 사업활동으로 리인을 통하여 그 국가에서 실질 으

로 사업활동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리인 고정사

업장을 인정하는 취지가 리인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본

인이 직  그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와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

라는 을 고려한다면, 본사가 정해놓은 조건에 한 변경 여지를 부여받지 않은 

리인을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리인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쟁 이 명시 으로 논의된 네덜란드 사례가 있다.681) 미국 회사가 보험증권

을 항공기 탑승객에게 매하 는데 미국 회사는 네덜란드에 리인을 지정하

고 리인은 암스테르담에 치한 스키폴(Schiphol) 공항에 매 를 세우고는 두 

종류의 보험을 탑승객에게 매하 다. 리인이 탑승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았

고, 미국 회사를 해 보험 증권에 서명하 다. 각 보험증권은 미국 회사 이사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회사는 리인이 단지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고객에게 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고객과 계약체결권이 없다고 주장하 다. 네덜

란드 법원은 미국 회사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기 하여 리인

이 고객과 보험계약을 상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하 고, 타당하

다고 본다. 

   (3) 구의 명의로 체결되어야 하는가? 

   (가) 문제

 

  OECD 모델조약의 문언상으로는 리인이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가질 

때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만,682) 주석에서는 기업의 명의로 계약하는 리인에게

만 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기업 명의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리인에게도 동일하게 용된다고 설명한

다.683) 모델조약의 문언과 달리 형식 인 계약체결이 아닌 리인과 본사와의 실

질  계를 강조하는 취지이지만, OECD 모델조약은 분명 “기업을 하여(on 

behalf of the enterprise)”가 아닌 “기업의 명의로(in the name of the enterprise)”라

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연  검토가 필요한 부

681) Hoge Raad case No. 16,445 dated 13 January 1971, Arma Mehta, 앞의 책(주225), 

386-387에서 재인용.

682)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5항:＂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68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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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나) 종속 리인 계약체결권에 해 륙법과 미법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지

  계약체결시 계약 명의자에 련하여 리인에 한 륙법(civil law)과 미법

(common law)의 다른 근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륙법에

서는 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방에 하여 본인이 

계약상의 구속력을 받는 직 인 리(direct representation)와 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방에 하여 본인이 아닌 리인에게 구속력

이 생기는 간 리(indirect representation)가 구별된다. 륙법계 국가의 민사법에

서 간 리에 해당하는 탁매매인(commissionaire)684)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가 탁매매 계약의 존재를 안다고 하더라도 탁매매인이 직  

계약당사자로서 구속된다. 반면, 미법에서는 직 리와 간 리의 구별이 없

고, 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본인을 구속한다.685) 이런 제 하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5항은 륙법상의 개념

을 채택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686) 즉, 륙법계 국가에서 랑스의 

Commissionaire 는 독일의 Kommissionar는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OECD 모델 제5조 제6항에서 개인이나 탁매매인은 당연히 종속

리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제6항은 불필요한 조문이 된다.687) 결국 제5항은 륙

법계 국가에 기원한 조항이고 제6항은 미법계 국가에 기원한 조항이라는 견해

로 행 조세조약의 해석에서는 제5항은 원칙을 제6항은 외를 규정한 조항으

로 해석하고 있다.688) 실제 미국의 모델조약에는 본인의 명의로가 아닌 “본인을 

하여(on behalf of)”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689)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 OECD의 태도는 륙법에 기반을 둔 조문이라는 해석이 설

득력이 있어 보이고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과거 문헌으로 탁매매인이나 

개인이 국이나 국이 거래한 국가에서 활동하 고, 이들에 한 외조항을 

684) 우리 상법 제101조의 탁매매인

685) 미국의 Restatement (Second) of Law of Agency 186조: 공개되지 않은 본인은 리인

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해 체결한 계약에 구속된다(An undisclosed principal is bound 

by contracts and conveyances made on his account by an agent acting within his 

authority). (후략) 

686) Jones, J F & Ward, D A, 앞의 (주592), 156면.

687) Vogel, 391면

688) Jones, J F & Ward, D A, 의 (주592), 156면.

689) 미국 모델조약 제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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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게 되었다는 주장이 확인된다.690) 그러나 탁매매인이나 개인을 제외하는 

제6항은 미법에 기원을 두고, 제5항은 륙법에 기원을 둔 것인지는 의문이 있

다. 

  먼 , 종속 리인 조항에 해 최 로 여러 논의를 하 던 국제연맹 보고서에

서는 기업을 해(on behalf of the enterprise) 계약을 상시 체결하는 리인을 고

정사업장에 포함시키면서도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

았다.691) 개인이나 탁매매인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된 이유도 단순히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1929년 국제연맹 보고서는 본인

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탁매매인(커미셔 )과 종속 리인을 

구별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탁매매인은 독립 으로 자신

의 사업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공 자의 상품을 구매자에 해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 다.692)  보고서는 부분의 경우 구매자는 실제 매자를 모르고, 매

자는 실제 구매자를 모르며 양자는 탁매매인과 연락하고 탁매매인의 주된 

역할은 구매자와 매자 사의 책임 있는 간매체(intermediary)로서의 역할이고 

수수료를 지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693) 결국 개인이나 탁매매인이 

배제된 것은 본인에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 인 치에서 활동하기 때문이었고,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가 고려된 것은 아니다.

  그 후 국제연맹 단계의 모델조세조약이나 그 주석 어디에도 륙법과 미법

에서 계약체결권을 달리 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고, OEEC에서 논의를 거친 

후 1963년 채택된 OECD 모델조약에는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

하게 되었다. Pijl은 1957년과 1958년 OEEC 재정 원회 안의 논의 과정에서 

어본의 “on behalf of”와 랑스본의 “au nom de”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가운데 

랑스본을 “pour le compte de”로 바꾸지 않고 어본을 랑스본에 일치하게 “in 

the name of”로 수정하 고, 그 과정에서 이에 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지

하면서 제5항이 륙법에 기원을 둔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 다.694) 이

690) 1920년  국제연맹에 참석한 유럽 국가의 과세당국 수장들은 국이나 국이 거래

하는 국가에서 선의의 탁매매인이나 개인에 한 외조장을 두도록 국을 설득

했고, 이로 인해 국이 세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그러한 거래에 한 외를 

만들게 되었다. Caroll, 앞의 (주74), 282면.

691) League of Nations Fiscal Committee,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Work of the First 

Session of the Committee, C.516.M.175.1929 II, 4면.

692) Ibid. 

693) Ibid. 그러면서  보고서는 외국기업에 속하는 재고를 가지면서 외국법인의 계산으

로 계속 으로 매를 하는 소  탁매매인(so-called commission agent)과 구별하는 것

이 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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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  배경을 고려하면 륙법 국가든 미법 국가든 본인을 구속하는 

리인의 활동이 있으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요건은 유의미한 요건이 아님에도 조세

조약에 명문화 된 이상 이를 문언 그 로 용하게 되면 미법 국가에서는 불

합리한 결과가 래되었다. 이에 1992년 국에서는 OECD 모델조약 주석에 

해 유보(observation)를 달았는데, 그 내용은 기업을 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하던 그 기업의 이름으로 체결하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695) 그 배경에는 국 법원의 결정이 “기업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the enterprise)”라는 요건을 문언 그 로 해석하여 종속 리인을 부인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96) OECD에서는 여러 논의 끝에 1994년 개정에서 계약

이 외국기업 이름으로 체결되지 않더라도 그 기업에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

한 리인에게 같이 용된다고 개정하 다.697)

  결국 리인이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될 필요는 없고 계약 체결

로 본인에게 구속력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종속 인 리인들을 통

해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이상 그 리인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

던 체결하지 않던 세법상 동일한 취 을 받는 것이 합리 이다. 행 OECD 주

석은 이 을 명확히 하여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란 문언 그 로 기

업 명의로 계약하는 리인에게만 용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계약이 실제로 기

업 명의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리인에

게도 동일하게 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698)  

 (다) 제5항과 제6항과의 계

  그러면 개인과 일반  탁매매인을 정한 제6항은 제5항과 어떤 계가 있

을까. 최  국제연맹 안 도입 당시부터 개인과 탁매매인의 독립 인 지  

때문에 고정사업장에서 배제된 것이므로 개인과 일반  탁매매인은 종속성

이 없는 독립된 리인을 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독립성이 없는 종속된 

694) Pijl, Hans, Agency Permanent Establishments: in the name of and th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5(5) and (6) - Part II,  IBFD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February 

2013), 이하 “Pijl, Part II”라 한다. 72-73면.

695) 1992년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문단 45

696) Pijl, Part II, 83면.

697) 1994년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문단 32, 행 주석 문단 32.1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하다.ㄴ

69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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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이라면 제5항에서 정한 본인을 구속하는 계약체결권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탁매매인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 인(general)” 탁매매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특정한 본인에 소속되지 않고 어떤 고객들을 해서도 활동하는 리인을 

지칭하기 한 것이다.699)

   (4) 상시성 요건

  리인은 고정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원천지국 체 토 내에서 완 히 이

동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리인 고정사업장 인정된다. 그러나 물리  고정사업장

에서 본인은 고정성을 통해 토와의 연 성을 요구하듯이 리인은 이에 응

하여 토와의 연 성을 인정할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계약체

결권의 상시 행사 요건이다. 리인이 거주자나 시민권의 형태로 원천지국의 

토와의 개인  연 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을 고려할 때 원천지국 과세를 정

당화하기 해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5항은 원천지국 토에서 계약 체결권을 

“상시(habitually)”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700) 이는 국제연맹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오래된 요건이다. 

  OECD 주석은 상시성의 의미를 “반복 으로 그리고 그  가끔씩은 아니게

(repeatedly and not merely in isolated cases)” 계약체결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한

다.701) 상시 요건은 고정사업장이 고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유사한 것이

다.702) 나아가 “상시(habitually)” 라는 단어 자체에서 최소한의 기간(minimum 

duration)이 요구된다.703) 독일에서는 문제된 해에 60일만 독일에 체류한 경우에 

상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704) 그러나 6개월 는 12개월 등 물리  고정사업장

에서 정한 기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요한 것은 계약 체결의 규칙성이다. 

오랜 기간 리인이었다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이 없거나 거의 체결하지 않

았다면 리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705) 가령 외국 회사의 리인이 2년에 걸

쳐 5개의 복잡한 계약 상을 한 경우, 3개월간 수차례 해당 국가에 방문하여 2

천 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상시 요건이 충족되지만, 한 주간의 무역 박람

699) Pijl, Part II, 88면.

700) Ekkehart Reimer 외, 앞의 책(주198), 100면.

70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2.

702)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55면.

703) Ibid.

704) Bundesfinanzhof, 3 August 2005, I R 87/4, BStBl 2006, 220. Schaffner, 232면에서 재인

용.

705) Ekkehart Reimer 외, 앞의 책(주198),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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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참가하여 옷을 매한 것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706) 본인

의 입장에서 리인이 상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한명

의 본인을 하여 리인이 계속 으로 교체되어 계약을 체결하 다면 리인들

이 본인을 하여 상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 다고 볼 수 있다.707) 

   (5) 계약체결의 내용  권한

  리인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해서도 리인의 활동은 외국기업의 사업활

동으로서 비 이거나 보조 인 활동을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계약체결권은 그 

외국 회사 고유 사업을 구성하는 업 련 계약을 포함해야 한다.708) 를 들면, 

리인이 그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그 기업 고용인을 채용할 권한을 

갖거나 기업 명의로 기업 내부 운 과 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고정사업장

이 인정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709) 미국 국세청은 특허 사용료 미지  

련 소송을 수행하기 하여 이탈리아 기업에 의해 설립된 신탁(grantor trust)은 고

정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았다.710) 

  리인의 권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반 인 완 한 권리를 의미하는지 

혹은 회사의 사업 목 의 특정한 부분에 한정되어도 충분한 것인지 문제 되었다. 

일반  혹은 제한  권한의 문제는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주석에서 논의

되었고, OECD 주석은 일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 으로 설명하

다.711) 즉, 주석은 OECD 모델조약이 기업의 사업의 모든 역에서 계약을 상

하고 체결할 수 있는 완 하고 독 인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 으

로 기술한 것이다.712) 미국 국세청도 완 하게 제한받지 않은 권리가 필요한 것

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713) 따라서  논의는 역사 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재

에는 제한된 권리로 충분하다는 에 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  

706)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56면.

707) 박성수, “조세조약상 리인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석사학 논문, 1995, 84면.

70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3.

709) Ibid.

710) Rev. Rul. 80-15, 1980-1 CB 365 

711)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에 한 주석 16. OEEC의 1958년 보고서에서 동

일한 논의가 확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 의 ‘제4장 제2편 1.다.(2) OEEC의 논의’ 참

조.

712) Skaar, 497면.

713) Rev. Rul. 90-80, 1990-2 CB 170에서 본인을 하여 교환거래에 여한 리인에게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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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인의 계약체결

  계약이 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서명되는 경우나 서명장소가 리인

이 활동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일 경우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지 문제된

다. OECD 주석은 명시 으로 리인이 활동하는 국가가 아닌 기업의 소재지국

에서 리인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서명되더라도 고정사업장은 인정된다고 설

명한다.714) 계약체결권을 실질에 따라 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명자가 리인

이 아니고 본인 등 리인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리인이 

서명한 것과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계약체결권이 없는 경우 고정사업장의 인정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것은 원천지국 과세권에 한 요한 제한이므로 계약

체결권이 없어도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외의 범 가 문제된다. 행 

조세조약상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와 같다.

   (1) 상품, 재화의 유지 (UN 모델조약)

  UN 모델조약상으로는 리인이 권한의 범 와 무 하게 재화나 상품의 재고

를 상시 유지하면서 정기 으로 그 회사를 하여 재화나 상품을 배달할 경우 

고정사업장을 인정한다.715) 이와 같이 일방체약국의 기업을 신하여 정기 으로 

주문을 받거나 는 인도를 행하기 하여 동 기업에 속하는 재화 는 상품의 

재고를 타방체약국 내에 보유하는 리인을 ‘재고보유 리인’이라고 한다.716) UN 

모델은 비 ·보조  활동에 배달 외를 두고 있지 않아,717) 배달을 한 재고

71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3: 기업을 구속하는 계약의 모든 내용과 세부사항을 

상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국가’에서 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고, 비록 계약

이 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서명되거나  사람이 리할 수 있는 권한

을 형식 으로 부여받지 못하 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715) UN 모델조약 제5조 제5항 b목

716) 이용섭·이동신, 앞의 책(주160), 213면.

717) UN 모델조약 제5조 제4항 b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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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여 리인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 하고 례 으로 이를 배달 

는 인도하는 자”718)도 이러한 재고보유 리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은 국내사

업장은 넓게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재고보유 리인을 종속 리인으로 인정

하는 것은 지 국가에서 상품을 배송하기 한 재화를 유지하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고객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비록 계약체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그 국가와의 실질 인 연 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큼 리인을 통해 요

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은 리인이 기업을 하여 정기 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인도하

기 하여 그 기업이 소유하는 재화 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체약국 내에 유

지하는 리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정사업장을 인정

한다.719) 그러나 이러한 거래를 수행하는 리인이 통상 인 사업과정에서 활동

하는 개인(broker), 탁매매인(commission agent) 그 밖에 독립 인 지 에 있는 

리인이라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1963년 이  체결한 

일부 조세조약에는 계약 체결권에 상 없이 정기 으로 주문에 응하기 하여 

재화 는 상품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리인을 인정하 고,720) 행 조약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약은 주로 자본수입국(방 라데시, 불가리아, 인도, 인도

네시아, 스리랑카 등)이다.721)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

트, 방 라데시 등 여러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재고보유 리인을 고정사업장으

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상품의 가공

718)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

719) 한·미 조세조약 제9조 (4)(b)

720)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38면.

721) 미국과 인도와의 조세조약에는 리인이 부 는 거의 그 기업을 하여 주문을 

수령한다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한다. 다만, 1989년 12월 12일 미국과 인도간 합의(letter)

로 (i) 리인이 기업을 하여 자주 주문을 수령하고, (ii) 실질 으로 모든 리인의 

매 련 활동이 해당 기업을 한 활동으로 구성되고, (iii) 리인이 재화나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리인이 주문을 수령하면 주문에 명시된 조건 로 기업이 재화

나 상품을 공 하는 약정이 성립한다고 제시하고, (iv) 기업이 구매자에게 리인이 기

업을 구속할 권한이 있다는 합리 인 믿음을 주는 행동을 취한 경우에 한하여 용된

다고 하여 그 용범 를 제한하 다. 미국-인도 간 조세조약 Notes of Exchange 1 

(1989. 9. 12.). 양국 간 합의를 통해 법률 인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실질 인 계약체

결권이 인정된다면 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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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리인이 만약 상시 으로 그 기업을 하여 상품과 재화를 가공하고, 그

러한 가공이 그 기업 는 련 기업에 의해 직·간 으로 제공되는 자산을 이

용하여 수행된다면 계약체결권이 없이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조약이 있다(미

국-멕시코 조세조약 5조, 미국-노르웨이 조세조약 4조). 그러나 어느 국가에서 상

품을 가공한다면 통상은 물리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 

경우가 부분일 것이다.

   (3) 보험 리인

  보험회사는 고정된 사업장소나 종속 리인 없이 사업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아

래에서 설명할 Taisei 결에서도 일본 보험회사의 종속 리인으로 인정되지 않

았다)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그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고 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722) 특히, Knight of Columbus 건에서 확인되듯이 계약의 내용이나 체

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본사이므로 리인들이 여하더라도 계약체결권을 행

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해서 

UN 모델조약상으로는 계약체결권이 없어도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

를 명시하고 있다. UN 모델조약상으로는 재보험 이외의 보험업을 하는 보험 

회사의 리인 고정사업장은 회사가 종속 인 리인을 통하여 보험 을 수령

(collects premiums)하거나 그 국가에서 험을 부보하면(insures risks) 성립한다.723) 

OECD 주석 역시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고정된 사업장소나 종속 리

인이 없더라도 ‘다른 국가에 설립된 리인을 통해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리

인을 통해 그 국가 안에서 험을 부보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

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724) 우리나라가 체결

한 다수의 조세조약에도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험을 부보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725) 한편, OECD 모델조약과 달리 UN 모델조

72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9

723) UN 모델조약 제5조 제6항: 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보험회사는 (재보험에 

해서는 제외하고) 만약 다른 체약국의 토에서 제7항이 용되는 독립  지 의 리

인이 아닌 사람을 통하여 보험 을 수령하거나 그 국가에 있는 험에 해 부보하는 

경우에는 다른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72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9

725) 를 들어 한국과 멕시코간 조세조약 제5조 제6항: 이 조 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재보험 이외의 보험업을 하는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제7항이 용되는 독

립  지 를 가지는 리인 이외의 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 안에서 보험료를 수취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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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주석에는 명시 으로 리인이 험이 존재하는 국가에 “존재(present)” 하

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726) 따라서 보험회사의 리인이 그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속 인 리인을 통하여 험을 인수하고 보험 을 수령하더라도 

리인 고정사업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과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받아가는 보험료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727) 이러한 조

항이 없다면 미국은 세 을 걷는 반면 다른 체약국은 세 을 걷지 못하게 되므

로 조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외국보험회사가 걷어가는 보험료는 고정사업장

이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하다.728)

4. 법 , 경제  종속성

가. 도입:　종속성 요건은 왜 필요한가?

  리인에게 계약체결권이 있더라도 종속 인 리인이 아니라면 고정사업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외국기업을 해 계약을 상시 체결하는 것을 두고 그 국가에서 

수행한 요한 활동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이상, 리인의 종속성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본인에게 종속된 리인의 활동은 본인의 활동으

로 보는 것이므로 종속성이 더 근본이 되는 요건이라고 본다. 리인의 활동이 

본인의 활동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해서는 리인이 본인에게 종속되어 의존

하는 계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리인의 경제 활동을 본인의 것과 마찬가

지로 평가하기 해서는 리인이 본인의 지시와 통제 로 행동하는 것이 제

되어야 하므로 리인의 본인에 한 종속성이 요구된다. Skaar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사업 업무에 하여 한 힘이 있다면 그는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본사는 다른 국가에 그의 리인을 통하여 주 으

로 다른 국가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729) 

나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험에 해 부보하는 경우 동 기업은 타방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726) 1980년 UN 모델조약 제5조에 한 주석 72.

727) 미국세법 제4371조에서 제4374조 참조.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사업소득에 해 과세

가 가능하지만 미국법은 이 세 을 소득세가 아니라 거래세(excise tax)라고 부르고 있

고, 미국모델조약  미국이 실제 체결한 조약에서는 조세조약의 용범 를 미국연방

소득세 등 조약에 분명히 정한 세 으로 국한함으로써(미국 모델조세조약 제2조 등), 

조약 반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이창희, 앞의 책(주15), 296면.

728) 이창희, 의 책(주15),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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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7년 최 의 국제연맹의 모델조약에서부터 독립 인 리인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고 제안되었고, OEEC의 1958년 보고서에는 “법  그리고 경제  

에서 모두 의존 인 이들에 엄격히 한정”될 것을 요구하는 등 종속성 요건

은 리인 고정사업장의 도입시부터 재까지 공고하게 유지된 요건이다.730) 

행 OECD 모델조약은 “제6항의 독립  지 의 리인 이외의 리인”이라고 하

여 리인의 종속성을 요구하고 있고, OECD 주석은 제6항의 독립된 리인으로 

인정되려면 기업과 법   경제 으로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731) 

각국의 선례들도 종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행 리인 고정사업장 제도에

서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타 은 리인의 ‘계약체결권’과 함

께 ‘종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나. 종속성의 단

   (1) 종속성의 단기 : 법 , 경제  종속성

　 일반 으로 종속성은 법  종속성과 경제  종속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법  종속성, 경제  종속성 모두가 인정되어야 종속 인 계로 볼 수 있는지에 

해 OECD 모델주석은 “다른 사람을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어도 그가 법 으로 그리고 경제 으로 독립되어 있고, 그 자신의 사업의 통상

인 과정에서 활동한다면 리인 고정사업장이 아니”라고 명시하여,732) 법  종속

성과 경제  종속성  하나만 인정되면 종속 인 계로 보고 있다.  조항은 

1977년 OECD 모델조약에서 받아들여진 것이고, 1958년 OEEC 보고서에서는 법

 종속성과 경제  종속성 모두를 요구하 고, 1963년 OECD 모델에서는 종속

 리인이 “법  그리고 경제  에서 종속 일 것”733)이라고 설명하여 

행 주석과는 달리 법  는 경제 으로 독립 이면 리인 고정사업장이 성립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재의 OECD 모델 주석에서는 독립된 

리인이 되기 해서는 법 으로 그리고 경제 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

으므로,734) 법  종속성과 경제  종속성  하나만 충족하면 종속성이 인정된다. 

729) Skaar, 503면.

730) 자세한 내용은 이 의 ‘제4장 제2편 1.다. 리인 고정사업장의 역사’ 참조

73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7

73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7

733)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제5조에 한 주석 15 “dependent ... both from the legal 

and economic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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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도 독립  지 의 리인은 법  그리고 경제  독립성을 요구한다고 

단하 다.735) 

  종속 인지 독립 인지를 단하는 일률 인 기 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본인

이 리인을 구체 으로 지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 종속된 것으로 본다. 

리인의 기업에 한 법  종속성은 기업이 지시를 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될 수 

있다.736) 표 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직원이라면 종속성의 지 를 갖는데 의

문이 없다.737) OECD 주석은 어떠한 특정 기 에 우선을 두지는 않으며 ① 의무

의 범 (the extent of the obligation)- 리인이 구체 인 지시를 받거나 포 인 

지배를 받는지, ② 사업 험(the entrepreneurial risk)의 부담 등을 제시하고 있

다.738) 구체 으로 독립  리인은 업무수행방법에 하여 강한 통제나 세부

인 지시를 받지 않고,739) 종속성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기업을 하여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740) 임

인에게 정보가 제공되거나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종속성의 표지는 

아니며,741) 리인이 활동하는 임인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장기간 한 기업만

을 리하여 수행한다면 독립 으로 볼 수 없다는 등742)의 기 을 제시하고 있

다. OECD 주석의 언 로 사업 험을 가 부담하는가도 요한 기 으로, 사

업상의 험을 리인 자신이 부담한다면 그 리인은 독립 인 리인일 가능

성이 클 것이다. 

  UN 모델조약에서는 조약자체에 “ 리인의 활동이 으로 는 거의 으

로 하나의 기업을 하여 행하여지고, 상업   재무  계에서 기업과 리인

간 사이에 정하여진 거래조건이 독립 인 기업 사이의 것과 다르다면, 동 리인

은 독립 인 지 를 가지는 리인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여 종속성의 기 을 제

시하고 있다.743)

73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8

735) Taisei Fire & Marine Ins, Co. Ltd., et al v. Commissioner, 104 TC 535

736) Skaar, 508면.

737) OECD에 기 한 조세조약상 고용은 외 없이 OECD 모델조약상의 종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Skaar, 504면.

73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8.

73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8.3

74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8.4

74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8.5

74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8.6

743) UN 모델조약 제5조 제7항



- 180 -

   (2) 련 결

  종속성이 문제된 표  사례로 미국의 Taisei 사건을 들 수 있는데, 미국 조세

법원은 리인이 네 개의 특수 계 없는 기업을 하여 개별 으로 활동하 고, 

통상 인 사업과정에서 활동하 다는 이유로 종속 리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Taisei Fire & Marine Insurance Co.(미국)744)>

  ① 사실 계

  원고들은 일본에 주사업장을 둔 보험회사로서 주된 사업은 일본에서 소비자들

을 상 로 보험을 매하는 것이지만 외국 개인을 통하여 재보험업을 하고 있

었다. 원고들은 각기 미국에 표 사무실이 있어, 미국 시장에서 정보를 수집하

고 미국 내 고객을 지원하 지만 보험을 인수할 권한은 없었다. 원고들은 

Fortress를 포함한 2-3 곳의 미국 개인에게 자신을 하여 재보험을 인수하고 

련된 일정한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하 다. Fortress는 각 회사별로 정해진 총 

인수 액(gross acceptance limit) 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었다. Fortress

는 총 보험료에 일정한 율을 곱한 액을 운 비로 지 받았다. 쟁 은 Fortress

가  회사들을 하여 재보험을 인수함에 있어 미국 리인의 활동에 의해 미

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갖는지 여부 고 법원은 법  독립성과 경제  독립성을 

나 어 검토하 다. 

  ② 법원의 단

　　법  독립성: 법원은 원고들이 Fortress에 아무런 지분이 없고, 원고의 표자 

 구도 Fortress의 이사, 임원, 직원이 아니며, Fortress는 원고들을 하여 재보

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완 한 재량권을 가졌다는 을 들어 법  독립성을 

인정하 다. 총 인수 액 제한(gross acceptance limit)  보험료 순수익(net 

premium income)에 제한이 있었으나 그러한 제한이 통제를 구성하지는 않고, 그

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자유가 리인을 독립 으로 구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744) Taisei Fire & Marine Ins, Co. Ltd., et al v. Commissioner, 104 TC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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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독립성: 법원은 Fortress에 한 수입보장이 없었고 Fortress는 충분한 수

익을 낼 수 없을 경우 손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 으며, Fortress가 총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 받기로 하 지만 이것이 Fortress가 험을 부담하지 않음을 의

미하지는 않고, Fortress는 총 보험료를 얻기 해서 충분한 사업을 획득하여야 

했다는  등을 근거로 독립 인 리인으로 보았다. 미국 국세청은 Fortress가 

수익성 있는 재보험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이 원고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고 주장하 으나, 법원은 Fortress가 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일정한 자본 이상의 

고객이 필요하기는 하 지만  세계의 다른 보험회사들도 안이 되기 충분하

고, Fortress가 지 받은 수익이 많아 3년간 2천 7백만 달러는 종속 인 계에 

있는 회사에 지 되는 정도의 액수가 아니라고 단하 다. 

  ③ 평가

   결은 종속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리인 고정사업장 인정을 

제한하 다.  결의 법  종속성에 한 단 기 에는 의문이 있다. 계열사

라면 지분 계가 있고, 임원이 공통될 것이지만 계열 계가 있다고 하여 법 으

로 종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분 계의 유무나 임직원의 겸임 여부는 

종속성의 요한 징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보다 법  종속성에서 요한 것

은 계약 계상 본인이 리인에게 세부 인 지시 통제를 할 권한이 있는지, 활

동에 재량권을 갖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경제  의존성은 수익이 보장되는지, 

경제  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결은 사업 험

을 가 부담하는지를 요한 기 으로 삼는 OECD 주석의 태도에 부합한다.745) 

  미국 국세청은 독립 인 계약자가 아닌 고용된 직원과 회사와의 계에서 확

인되는 특징들은 법 ·경제 으로 종속 인지를 단하는 요소들과 일치한다고 

하 다.746) 를 들어 험과 보상의 공유는 경제  독립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리인이 사용하는 장비와 시설을 본인이 소유하는 것은 의존성을 보여  수 있

다.747) 본인의 비용 보상, 본사가 리인을 해고하는 권한, 근무시간 설정, 일의 

순서 설정, 지속 인 업무 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한 본인

의 지시 등은 모두 종속성의 표지가 된다.748)

74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8

746) Rev. Rul. 87-41, 1987-1 CB 269

74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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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회사가 벨기에의 에이 트를 통해 통조림 과일과 야채를 매한 사

건749)에서 벨기에 법원은 종속성을 인정하 는데, 그 근거로 네덜란드 회사가 벨

기에 리인에게 제공했던 장비에 해 가를 받지 않았고, 네덜란드 회사가 벨

기에 리인의 차입에 해 벨기에 은행에 지 보증을 하 다는  등 사업 험

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을 요한 고려요소로 보았다. 캐나다인인 개인이 그림

엽서를 제작하여 속 인 미국의 수탁자에게 탁하여 매한 사례에서 법원은 

미국 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는데, 수탁자는 제조자의 리인으로 규칙 으로 

주문에 응하기 한 제조자의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 다는 을 근거로 하

다.750) 가장 요한 은 제조자가 모든 운송비용을 부담하 고, 재 매가격을 정

하 다는 것이다. 한, 조세법원은 수탁자가 소비자의 매매상 방이 되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이기는 했지만 이런 식의 수탁자는 탁자의 리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시하 다. 호주 사례751)에서는 잡지를 호주에 수출하는 남아공 회사가 

호주에 종속 리인을 두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남아공 회사가 매된 부수에 따

라 가를 지 한 , 많은 다른 출 사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을 근거로 호

주 과세 청에 의해 독립성이 인정되었다. 

   (3) 속 인 계(exclusive relationship)의 경우

  이론 으로 리인이 한 기업을 하여 속 으로 는 거의 속 으로 활

동한다고 하여 종속 인 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인 사업과정 요건

을 포함하여 모든 사실 계의 확인이 필요하다.752) OECD 주석은 리인의 지

가 독립 인지를 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는 리인이 리하는 기업의 수라

고 하 다.753) 사실 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 으로 리인의 활동이 한 기업

만을 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것일 때 독립  지 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

다.754) 법인세법은 “ 개인·일반 탁매매인 기타 독립  지 의 리인으로서 주

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한 요한 부분의 행 를 

748) Ibid.

749) The Court of Appeal of Ghent, decision dated 2 June 1969, Amar Mehta, 앞의 책(주

225), 419-420면에서 재인용.

750) Handfield v. Comm’r, 23 TC 633 (1955) 

751) Australian Interpretative Decision (ID) 2004/546, Amar Mehta, 앞의 책(주225), 421면에

서 재인용.

752)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43면.

75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8.6

75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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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 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내사업장을 인정하고 있는데,755) 독립  지 에 있는 개인 등이라고 하더라

도 특정 외국법인을 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인정함으로써 

조세조약상 종속 리인에 비해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조

세조약에 따라서는 속 인 계에 있다면 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756)

   (4)  통상 인 사업과정 요건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test)

  OECD 모델조약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 인 리인이 되기 해

서는 외국 회사를 하여 활동할 때 자신의 통상 인 사업과정에서 활동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757) 통상 인 사업과정 요건은 리인이 자기 험 하에 

자신의 사업 이익을 추구한다는 요건을 다시 풀어 설명한 것이다.758) 독립 으로 

보이는 리인, 를 들어 개인이나 일반 탁매매인이라도 만약 그의 활동이 

통상 인 사업활동 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종속 으로 될 수 있다. 수입 매

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업의 제품이나 상품을 팔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권을 

가진 개인으로 활동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데, 개활동은 자기사업의 

일상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이다.759) OECD 주석은 만약 어떠한 사람이 사업장

소에서 자기 자신의 사업활동(their own business operation) 보다는 경제 으로 기

업 역에 속한 활동을 기업의 사업장에서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일상  

사업과정 속에서 활동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가 구의 역에 있는가

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760) 통상성을 주  에서 단하는지 업계

의 기 으로 단하는지에 한 논의가 있으나,761) 자신의 사업과정에서라는 문

언에 비추어 업계의 기 으로 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조세조약에는 “이 사업의 

통상 인 과정에서(in the ordinary course of this business)”라고 정하고 있었으나, 

1977년 OECD 모델조약 개정으로 “자기사업의 통상 인 과정에서(in the ordinary 

755)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756) 한국과 국간의 조세조약 제5조 제6항 단서:　“그러나 그러한 리인의 활동이 동 기

업을 해 으로 는 거의 으로 수행될 경우 그는 이 항에서 말하는 독립  

지 를 가진 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757)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6항

758) 이창희, 앞의 책(주15), 371면, Schaffner, 241면.

75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8.7

760) Ibid.

761) Skaar, 516-5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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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of his business)”로 개정한 것은 이런 취지를 반 한 것이다.762)

   (5) 종속성 요건의 정리

  OECD 주석, 학자들, 여러 국가의 사례를 종합하면 종속성의 징표들로는 ① 지

시를 할 수 있는 법  권한( 를 들어 고용 계)이 있고 실제 구체 인 지시를 

하 다는 , ② 고정된 보수를 지 받은 , ③ 리인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 ④ 리인이 본인 한명만을 해 속 으로 활동한 , ⑤ 리인의 사업

험을 본인이 부담한  등을 들 수 있다. 반 로 독립성의 징표들로는 ① 리인

이 성과에 따라 보상을 수령한 , ② 리인이 사업 험을 부담한 , ③ 리

인이 자신의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결정하는 등의 자율성763)을 가진 , ④ 리

인이 수인의 본인을 하여 활동한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리인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거나, 업무의 질뿐만 아니라 윤리  기 을 충족해야 하고 

본인이 이러한 기 을 모니터한다거나, 리인이 본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거

나, 본인이 리인에게 재정 인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는 독립성에 향이 있다

고 볼 수 없다.764)

5. 소결: 리인 고정사업장 제도의 망

  리인 고정사업장 제도는 사업활동을 스스로 하지 않고 리인을 통해서 하

더라도 그 국가와의 실질 인 연결성이 있다면 고정사업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론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정착되었고,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타 은 리인의 계약체결권과 종속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계약체결권의 요

구는 행정 인 단순성과 평이성의 목 상으로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권 

요건은 국제연맹 모델조약  과거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는 요구되지 않다가 유

럽 선진국을 심으로 한 OEEC의 논의에서 채택된 요건으로 계약체결권의 요구

는 원천지국 과세권을 요하게 제한하여 거주지국에 유리한 제도 고, 1963년 

OECD 모델 이후 리인 고정사업장 요건은 거의 변경이 없는 등 견고하게 유지

762) Vogel, 393면.

763) 리인의 자율성(autonomy)의 징표로 근무시간의 결정(시작, 기간, 완료), 근무장소의 

결정, 가격을 비롯한 제3자와 계약의 세부사항의 상 등을 들 수 있다. Ekkehart 

Reimer 외, 앞의 책(주198), 103면

764) Schaffner,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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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재에는 계약체결은 본인 회사가 직  하면서도 다른 모든 요한 기능

은 리인이 수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져 계약체결권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실에 합하지 않는다는 지속 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 계약체결권

을 폭넓게 인정한 결이 확인되고, 이탈리아의 필립모리스 사건과 같이 엄 한 

계약체결권을 요구하지 않는 결도 발견된다.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에서 제

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엄 한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리인 고정사업장을 인정

하는 등 리인 고정사업장의 범 를 넓히고 있다. 결국, 요한 활동을 리인

이 하더라도 계약체결은 본사가 직 하는 것이 용이해진 실 상황, 계약체결권

을 넓게 인정하려는 원천지국의 과세의지, BEPS Action 7의 논의를 종합하면 

리인 고정사업장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

인다. 

제3편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자회사

1.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할 때 국내에 지  등 고정사업장을 설

치하여 직  수행할 수 있지만, 독립 인 법  실체인 다른 법인 특히 자회사나 

계열회사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다른 법인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자신의 향력 하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그 자회사의 사업장소를 바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 외국법인의 자회사를 그 외국법인

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고정사업

장을 회피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세 을 여 조세를 회피

한다는 이유로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과세 액을 확 하고자 한 것

이다. 먼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자회사에게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

로써 세 을 감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자회사에 한 고정사업장 인정에 한 

논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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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사업장 요건 불충족 략을 통한 조세회피와 응

  자회사를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배경은, 자회사 등 계열회사의 

기능을 상당 부분 유지한 채 형식 으로 거래의 구조를 바꾸어 수익 체가 아

닌 모회사로부터 받는 가에 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 다는 

이다. 이러한 구조로 세 을 이는 것은 원천지국에서 용역제공자가 자회사가 

아니라도 가능하지만 주로 자회사 등 계열회사인 경우에 문제된다. 자회사를 이

용한 조세회피 략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의 경우 

  통 인 사업형태는 제조 자회사 는 지 을 설립하여  자회사나 지 이 

본사에 매하는 구조이고, 이때에는 제조를 통한 이익은 그 자회사 는 지 이 

가져가게 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 을 일 수 있다.765) 

  ① 계약 생산 (Contract Manufacturing): 한 회사가 다른 회사로 하여  제조하게 

하고, 본인은 제조 과정을 통제·감독하며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생산과 매와 

련된 모든 험을 부담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제조업체는 제조시설을 소유

하면서 자신의 직원을 통하여 제조업을 수행하여,  회사에 제조 서비스만을 제

공한다. 본인은 세율 국가, 제조업체는 고세율 국가에 있고, 제조업체는 제조 

서비스 제공에 한 가만을 가져감으로써 이익은 본인에게 많이 발생하여 세

을 일 수 있다. 이 때 본인은 제조회사가 치한 국가에 직원이나 고정된 시

설이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탁 생산 (Consignment Manufacturing): 탁 생산은 제조 계약과 유사하나 

본인 회사가 원재료, 부품, 완성품을 소유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본인 회사

는 원재료나 부품을 제조업체에 제공하거나, 제조업체가 본인을 하여 이를 구

매할 수 있다. 역시 제조 계약과 동일하게 제조업체는 서비스 가만을 지 받

고, 제조업체가 본인을 하여 원재료 등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 ·보

조  사업활동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매의 경우

765) Sandra P. Mcgill and Lowell D. Yoder, 앞의 (주19), 148-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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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인 매에서 외국법인이 직  어느 국가의 국내 고객에게 매할 때는 

고정사업장이 생기지 않으나, 그 국가의 매 리 을 통하여 매하고 그 매

리 이 본인을 하여 매한다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어, 매활동에 귀속되

는 이익에 하여는 그 국가에서 과세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정사업장 인

정을 피하면서 세 을 일 수 있다.766) 

  ① 매 리 을 통한 매 (Consignment Sales Arrangement): 국가 안에서 활동

하는 매 리인(distributor)은 재고에 하여 일시 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제한된 

험을 부담하는 반면, 외국 매회사는 재고, 신용, 보증, 환율 험을 부담하는

데, 매 리 이 제품을 구매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 고객에 다면 

일반 으로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 리인이 고세율 

국가, 외국 매회사가 세율 국가에 있으면  방법으로 매소득을 고세율 국

가에서 세율 국가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② 탁매매인을 통한 매 (Commissionaire Sales Arrangements): 탁매매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본인을 하여 본인의 험으로 활동하고 거래상

방에게 본인은 공개되지 않는다. 탁매매인은 랑스, 독일, 벨기에와 같은 륙

법 국가의 개념으로 커미셔 는 본인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일반 으로 본인은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다. 

  탁매매인을 통한 매와 련하여 랑스 법원은 기존에는 국 모회사 제

품을 구입하여 매하던 랑스 자회사가 업자산을 모회사에 양도한 후 커미

셔 로서 모회사의 제품을 매한 사안에서, 커미셔 는 자신의 명의로 활동하고 

본인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랑스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하

다.767) 노르웨이 법원도 커미셔 를 통한 매에 하여 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법 으로 본인을 구속하여야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고정사업

장을 부인하 다.768)769)

나. 자회사 고정사업장 인정 필요성

766) Sandra P. Mcgill and Lowell D. Yoder, 앞의 (주19), 153-155면. 

767) Conseil d’Etat, 31 March 2010, Société Zimmer Limited v. Ministre de I’Économie, des 

Finances et de I’Industrie, Nos. 304715 and 308525.

768) SC, 2 Dec. 2011, Decision No. Rt. 2011. 1581, Dell Products (NUF) v. Tax East. T. 

Leegaad, European Union-Supreme Court Holds That Commissionaire Does Not Amount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52 Eur. Taxn. 6 (2012), Journals IBFD (assessed 10 July 2010)

에서 재인용.

769)  Zimmer와 Dell 사례는 2. 다.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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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를 한 자회사 고정사업장의 인정

  에서 설명한 구조로 비록 원천지국에서 실제 활동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더

라도 원천지국에서 소득 발생  이에 한 원천지국 과세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소득 이  구조의 확산으로 일부 국가는 고정사업장 정의를 용

하는 데 있어 통 인 근법을 재검토하 고, 일부 국가는 고정사업장 조항을 

넓게 해석하여 일부 소득을 자국의 과세권 범  안으로 돌려놓았다(그 표 인 

사례가 앞서 설명한 이탈리아의 필립 모리스 사건이다).

  자회사에 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근본 으로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과세방식이 타당한지에 해 의문이 제기된다. 외

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에 지  등 고정사업장을 설

치하여 직  수행할 수도 있지만, 독립 인 법  실체인 계열사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다른 법인(계열사)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후

자를 선택하더라도 납세자의 선택은 존 되어야 하고 자회사를 설립하 음에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선택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기본 으로 납세자의 선택은 존 되어야겠지만, 외국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사업

활동을 하더라도 자회사 자신의 업무가 아닌 본사를 하여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춘다면( 를 들어 자회사 자신의 업과 무 하게 

본사를 해 본사를 구속하는 계약을 상시 체결하여 종속 리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모회사의 자회사에 한 

지배, 통제라는 본래의 모회사로서의 기능을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770)

   (2) 이 가격제도와의 계- 자회사에 한 고정사업장 과세의 실익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별도의 자회사를 통한 활동으로 얻은 이익에 해서 국

내에서 한 세 을 내지 않기 해 이익을 해외로 이 시키는 방식에 해 

통 으로 응하는 방법은 이 가격 과세이다. 이 가격 세제는 각기 다른 국

가에 세워진 기업 간의 거래에서 가격을 정하게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방이 

타방에게 소득을 이 시킬 수 있으므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기 으로 

770) OECD 모델 제5조 제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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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세 을 조정하는 제도이다.771) 기존에는 자회사가 모회사를 한 활동

으로 인하여 얻는 수익에 한 과세권의 배분은 고정사업장 과세가 아닌 이 가

격 과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772) 

  이 가격 과세에 그치지 않고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함으로써 원

천지국 과세범 를 확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가격 세제를 용하여 원천

지국에서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굳이 고정사업장 과세를 용해야 하는

지 의문이 있다.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더라도 결국은 자회사에게 귀속되는 한 

이익이 얼마인가에서 시작된 문제이므로 이 가격세제가 용되는 경우와 결과 

면에서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① 자회사에 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실익  하나는 고정사업장이 

없었다면 과세권한 자체가 없는 소득을 고정사업장을 인정함으로써 과세가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를 들어 주식양도차익(고정사업장과 련이 있는 것)을 고정

사업장을 통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으로써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

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773) ② 다음으로는 자회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액을 아  총 주의(force of attraction rule)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이 가격 세제

를 용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최근 우리 법원

은 국법인이 국내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국내 법인에 일련

의 서비스 용역774)을 제공한 사건에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

으로 내국법인에 공 한 용역의 요하고 본질 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

어졌다면 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분만 독립하여 국내사업

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단하 다.775) 용역의 제공과 

귀속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내 고정사

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는 있으므로  법원 결의 법리가 정당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도 고정사업장에 귀속

771)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제4조 참조.

772) 미국의 경우도 고정사업장 과세가 아닌 이 가격에 의한 과세가 외국 납세자의 국내 

자회사와 련한 과세에서 강한 주장이라고 한다.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46면.

773) 이러한 논리로 과세한 것이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이다(서울행정법원 2013.2.8. 선고 

2010구합36824 결, 서울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 8792 결).

774) 자문 서비스, 사업개발  리 서비스, 기술 리 서비스, 사업계획  일정 서비스, 

건설 측서비스, 로젝트 이낸스 리 서비스, 법  리 서비스, 연락  력 서

비스, 사업 회계 서비스, 하도  조달 서비스, 교통 조사 리 서비스 등

775) 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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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하여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776)  

법원 결의 문언 로라면 비 ·보조  활동이 아닌 요하고 본질 인 활동

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고, 동시에 소득 부가 국내 고정사

업장에 귀속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사실상 총 주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용역의 본질 이고 요한 행 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국내 고정

사업장에 귀속된 부분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에 반하

므로 례가 조세조약에 반하지 않도록 법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③ 총

주의 방식을 용하지 않더라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소득

이 달라질 수 있다. 를 들어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

를 받고 있지만 자회사가 고정사업장으로서 모회사의 제품을 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모회사의 국내 매출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할 수 있게 되고, 과

세소득은 자회사가 지 받는 용역 가를 이 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액을 과할 수 있다.777)

  자회사 활동에 해 이 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가능함에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격한 과세로 인식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고정사업장으

로 과세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1996. 12. OECD 가입을 앞둔 1995. 8.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의 정에서 이 가격에 더욱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

다(국일 46501-493, 1995. 8. 11).778) 실제로는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면서도 이 가

격과 유사하게 운 되는 가 있다. 가령 미국-멕시코 간 조세조약은 외국 소유

자를 하여 보수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며 생산 시설이나 재고에 한 소유권이 

없는 멕시코 기업(마킬라도라, maquiladora779))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780) 그러나 1999년 미국과 멕시코는 마킬로도라는 멕시코 정부로

776) 한국- 국 간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777) 를 들어 론스타 사건에서 과세 액은 외환은행 주식 양도소득에서 론스타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의 유한책임사원인 스티  리 등 3인의 이익배당비율인 21%에 해당하는 

2,478억원으로 결정했는데(제3장 제1편.4.다.(5) 참조), 론스타펀드의 국내 계열회사인 

LSAK가 지 받은 용역 가를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서는 이런 액을 과세하기는 어

렵다.

778) 종속 리인에 한 간주 고정사업장 용을 배제하 으며, 이 가격 기 만을 용하

여 거래 가가 정상가격인지를 단한다는 내용이었다(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제2

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제1권 조세체계·소득과세, 330면). 이는 당시 정부가 OECD에 

가입을 비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OECD의 기 을 수하여야 하는 차원에서 고정사

업장 정 등 과거의 행정의 에 한 일  환이 필요하 기 때문이고 그 이후 

1997년 외환 기를 맞이한 이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한 과세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779) 1980년  반 멕시코에서 시작한 것으로, 면세 부품과 원료를 수입·조립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멕시코 내 공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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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사 가격 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를 하거나 한 액의 소득을 

신고하는 이상 미국 회사에 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호 합

의하는 등,781) 이 가격과 유사하게 운 되고 있다. 

2. 행 조세조약상 자회사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개요

  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자회사의 활동으로 결과 으로 모회

사가 이익을 본다거나 그 실질이 지 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국제연맹의 1928년 모델에서 최 로 확인하 고 1930년  체

결된 조세조약에서도 찾을 수 있는 오래된 법리이다. 를 들어 1931년 체결된 

스 스와 독일 간 조세조약에는 “채 지분, 주식, 주권, 다른 증권의 소유를 통해 

사업에 지분이 있고, 비록 그 소유가 지배력이 사업의 경 에 한 향력을 의

미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사업장(business establishment)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었고,782) 1932년 체결된 랑스와 미국 간 조세조약에서도 계열사

(subsidiary corporation)를 고정사업장에서 배제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었다.783) 

  이런 법리는 재의 OECD 모델조약과 UN 모델조약에 이어져 양 모델조약 모

두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계가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른바 Anti-Single Entity 

Provision).784) 그러나 자회사를 통해 실질 으로는 모회사가 자신의 업을 하면

서 자회사 뒤에 숨어서 고정사업장 과세를 피하려고 할 수 있고, 자회사 역시 고

정사업장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 로 독립 인 

780) 미국-멕시코 간 조세조약 5조 (5)(b)

781) IR-INT-1999-13, S.P. Sandra P. Mcgill and Lowell D. Yoder, 앞의 (주19), 159면에서 

재인용.

782)  조약 Final Protocol 제3조 제3항, 국제연맹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League of 

Nations, 앞의 (주90),  15면.

783)  조약 Protocol 제3조 (a)

784)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7항, UN 모델조약 제5조 8항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한 회

사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는 다른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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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서 계약 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OECD 주석은 “자회사가 그 자체로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으로 인정된 원칙이다. 이는 과세목 상 그러한 자회사가 

독립된 법  실체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모회사에 의하여 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회사를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구

성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785) 뒤에서 언 할 인도의 모건스탠리 사건에

서도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미국과 인도의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모회사의 기능인 조직 리(stewardship)에 속한 행 는 고정사업장을 구정하

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에 한 지배, 통제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모

회사의 당연한 기능으로서의 지배, 통제와 종속 리인이 인정되는 법률 , 경제

 의존성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내회사의 행 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려면 고정사업장의 

일반요건 즉,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고정된 사업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는 국내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의 종속 리인인 경우가 될 것이다. 자회사가 소유

한 장소나 공간에 해 모회사가 사용권이 있고 그것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구성

하고, 그 사업장소를 통하여 모회사가 자기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다면 OECD 모

델조약 제5조 제1항의 물리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다. 한 자회사가 모회

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상시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회사의 활

동이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보조 , 비  활동에 한정하거나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6항에서 의미하는 독립 리인으로서 통상 인 사업과정

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5항의 종속 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다.

   (1) 종속 리인으로서의 자회사

  지분 계가 있는 회사가 독립 인 지 에 있는지는 일반 인 종속성 단기

과 동일한 기 이 용된다. 따라서 독립성을 단함에 있어 지분에 의한 지배

78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문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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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는 사실은 일반 으로는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786) 가령, 독일의 연방 

조세법원은 자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해 사업을 수행하 고 동시에 모회사에 

하여 리인으로서 활동한 사안에서, 리인 활동과 련하여 모회사와 독립

인 지 에 있다고 보면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시에 따랐던 사실은 본인- 리인 

계의 특징일 뿐이고, 자회사의 리인 기능이 그 회사 기능의 작은 부분에 불

과하 다는 사실은 독립 인 리인으로서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보았다.787)

  미국 국세청은 호주법인이 100% 미국 자회사에 독립 인 소매상들에 한 재

매를 하여 상품을 매한 경우 종속 리인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품의 소유권은 재 매 까지 호주 법인에게 있었지만, 자회

사가 보 , 운송과 련한 험을 부담하 는데 자회사가 재고 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외국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788) 

  벨기에 법원 사례로, 랑스 회사의 자회사인 벨기에 회사가 모회사의 상품을 

매하 는데, 벨기에 회사는 특정한 지역 안에서만 상품을 매할 수 있었고 다

른 회사의 상품을 매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았으며 정기 으로 모회사에 보고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벨기에 과세당국은 모회사가 벨기에 회사를 지배하 으므

로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에 이르 다고 주장하 지만, 벨기에 법원은 자회사가 모

회사로부터 독립 이라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789) 

   사례들은 모두 자회사가 자회사 고유의 사업활동을 수행하 고 계약체결권, 

종속성을 요구하는 종속 리인의 지 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기본 으로 자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시에 따랐다거나 지배 계가 존

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음이 여러 법원의 결에 의해 

확인되었다.

   (2) 물리  사업장소로서의 자회사

  자회사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법리는 1928년 국제연맹모델 이후 

786)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7항 참조.

787) Bundesfinanzhof, decision of Mar. 24, 1995, BS&BI 1995 II 238.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45면에서 재인용. 

788) Rev. Rul. 76-322, 1976-2 CB 487 (1953년 미국-호주 간 조세조약).  규에 따라 

Section 864(c)(5)에 한 재무부 규칙은 “사무실 는 다른 고정된 사업장소”의 정의에 

하여 리인이 형 인 “buy-sell” arrangement는 특수 계자 사이라고 할지라도 포함

하지 않는다고 하 다. Regs. §1.864-7(d)(1)(i)

789) Decision by the Belgian Cour de Cassation dated 22 October 1963, Amar Mehta, 앞의 

책(주225), 446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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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법리이다. 자회사는 모회사와는 별개의 회사로서 자회사의 사업장이 모회

사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기 해서는 해당 사업장소를 통해 모회사 자신의 사업

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하고 그 지 않다면 고정사업장은 인정될 수 없다. 를 

들어 모회사의 직원이 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자회사 사무실에서 활동한 경

우 해당 자회사의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이상 모회사의 사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설명한 론스타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사는 상법상 충

실의무에 의하여 회사의 이익 는 가치를 높이기 하여 노력해야 하므로, 오로

지 론스타펀드의 이익만을 한 목 으로 회사의 이익을 도외시하지 아니한 이

상 그러한 활동을 들어 해당 이사들이 론스타펀드의 리인 는 LP 지 에서 

상회사의 경 에 개입하 다거나 론스타펀드가 직  상회사의 경 에 개입

하 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다.790)

  스 스 법원도 물리  고정사업장의 일반 요건이 용되는지 엄격히 따져보았

다.791) 스페인 은행이 스 스에 표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사무소는 스페인 은행

이 주주인 스 스 은행의 사무실에 치하 다. 사무소는 은행 업무는 수행하

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표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이라고 보았으나 법원은 사무소

에서 수행된 다양할 활동이 비 이고 보조 인 성격에 불과하므로 스 스에서 

고정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스페인 은행이 주주인 스 스 은행의 

사무실에 치하 다는 것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고정된 사업장소가 자회사의 사업장이라는 것이 요한 것이 아니라 고정

성 요건, 지배요건  사업활동 요건 등 물리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모회사 직원을 자회사에 견한 경우에 자회사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외국회사의 직원들이 임시로 그 외국회사와의 고용 계를 단 하고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계열사에 견 근무를 보낸 경우 그 직원들의 체류기간에 무

하게 외국회사는 다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을 것이다.792) 우리 과세당국

의 입장은 내국법인만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하는 사업은 

일체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793)

790) 서울행정법원 2013.2.8. 선고 2010구합36824 결, 서울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

8792 결

791) Switzerland Bundesgericht decision No. 102 ATF 264 dated 17 September 197, Amar 

Mehta, 앞의 책(주225), 447면에서 재인용.

792) Richard E. Andersen, 앞의 (주162), 5면.

793)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6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 견에 한 계약을 체결하

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하는 사업의 부 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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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사례

   (1) 커미셔 의 고정사업장 인정

     (가) Zimmer 사건( 랑스)794)

  국 회사인 Zimmer Ltd.는 랑스에서 랑스 매회사(distribution company)인 

Zimmer SAS(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만 국회사의 자회사가 소유한 회사는 아

님)에 정형외과 장비를 매했다. 1995년 Zimmer SAS는 매회사에서 커미셔

로 지 를 변경하면서 Zimmer UK에게 자산, 재고, 고객 기반 등을 양도하 다. 

커미셔 는 제품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고객에 하여 책임이 없었으므로 큰 

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국회사가 직  험을 부담하 으며, 보수도 매회사

을 때보다 당연히 었다. Zimmer SAS는 Zimmer Ltd.의 가이드라인과 지배를 받

았고 속 으로 국회사를 해 일했다. 랑스 과세 청의 주장은 두 회사 간 

약정에 따라 비록 커미셔 가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커미셔 가 

본인을 구속하므로 국 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랑스 하 심 법원은 랑스 회사가 국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하

고 국회사의 지배를 받은 , 국회사가 사업 험을 부담한 , 랑스 회사

는 국회사를 해 속 으로 활동한  등을 근거로 랑스 회사가 종속 리

인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795) 그러나 랑스 최고 행정법원(Conseil d’Etat)은 

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려면 리인에 의해 채결된 계약에 본인이 구속되어

야 함을 제로 한 후, 커미셔 가 본인을 구속할 수 있는 지 에 있는 것이 아

니고, 본인은 커미셔 가 매계약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를 지 해야 

하지만, 최종 고객과의 매계약은 비록 본인이 최종 고객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을 근거로 종속성이 없다고 보았다. 즉 ①

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견과 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가( 여

지 에 따른 정산 가는 제외)를 지 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

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계없이 법인세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794) Conseil d’Etat, 31 March 2010, Société Zimmer Limited v. Ministre de I’Économie, des 

Finances et de I’Industrie, Nos. 304715 and 308525

795) Decision by the Court of Appeals of Paris in Zimmer Limited dated 2 February 2007, 

Amar Mehta, 앞의 책(주225), 40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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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미셔 는 그러한 계약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유일한 자이고, ② 제품이 본인에

게서 최종 고객에게 직  배달된다고 하여 본인과 고객 간의 법 인 계가 생

기는 것은 아니며, ③ 최종 고객은 본인이 아닌 커미셔 만 소송을 할 수 있었다

는 을 근거로 종속 리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례는 종속 리인 인정에서 

계약 계에 한 법 인 분석이 핵심 이고, 만약 사업 계상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경우라면 종속 리인이 인정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 다.796) 

 

    (나) Dell 사건(노르웨이)797)

  Dell Products는 아일랜드 거주자이고 Dell Norway는 노르웨이 거주자이다. Dell 

Norway는 Dell Products의 제품을 커미셔 로서 노르웨이 시장에서 매하 다. 

노르웨이 하 심 법원은 Dell Norway를 종속 리인으로 인정하 는데, 그 근거는 

① Dell Norway가 Dell 상표의 제품을 매하므로 노르웨이 고객들은 제품이 Dell 

Norway가 만드는지 Dell Products가 만드는지 알 수 없고, ② Dell Norway는 Dell 

Products의 표 계약서에 따라 노르웨이 고객들에게 제품을 매하고 있다는 

을 들었다. 그러나 노르웨이 법원은 Dell Norway와 노르웨이 고객 간의 계약은 

Dell Products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Dell Products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

로 간주될 수 없다고 단하 다. 즉, 노르웨이 법원은 종속 리인이 인정되기 

해서는 계약이 법률 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Dell의 자회사는 그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 으므로 아일랜드 법인인 Dell Product의 고정사업장을 구

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Zimmer 사건과 동일하게 행 조세조약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 커미셔 를 종속 리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 소결

  본인 회사를 한 계약체결권이 없는 커미셔 는 행 조세조약의 해석상으로

는 종속 리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커미셔 는 본인을 해 제품을 

매한다는 에서 실질 으로 본인의 종속 리인과 동일하다고 여겨졌고, 이에 여

러 국가에서 과세 청이 고정사업장 과세를 시도하 다. 특히,  Zimmer 사건은 

796) P.-J Douvier & X. Lordkipandize, France-Zimmer Case: The Issue of the Deemed 

Existence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Based on Status as a Commissionaire,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Journal, 2010(Volume 17) No 4 6. Conclusion 부분 4면.

797) SC, 2 Dec. 2011, Decision No. Rt. 2011. 1581, Dell Products (NUF) v. Tax East. T T. 

Leegaad, 앞의 (주76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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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에서 종속 리인 조항을 개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즉,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커미셔 에 해 여러 국가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졌지만 

부분의 사례에서 과세 청의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언 하면서,798) 그 

응으로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계약체결권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 다. 결국, 커미셔  사례는 각 국가의 과세당

국에 의해 리인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하여 과세권을 확 한 표 인 시도

로,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행 조세조약의 해석상으로는 과세가 어렵다는 이 

각 국가의 법원에 재차 확인되자, 결국 조세조약을 개정할 수밖에 없어 이에 

하여 OECD  G20 국가들 사이에 국제 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2) 본사를 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고정사업장 인정

 

    (가) Rolls Royce 사건(인도)799)

  국기업인 Rolls Royce plc(이하 “RR”)는 인도의 고객들에게 항공엔진과 비 

부품을 공 하 고, 그 100% 인도 자회사인 Rolls Royce India Limited(이하 

“RRIL”)는 RR과 일정한 유지 서비스(support service)를 원가가산법으로 산정한 보

수를 받고 RR에게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 다. 인도의 과세 청은 RR이 인도

의 자회사를 통해 인도의 물리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 고, 인도의 

조세심 원(Income Tax Appellate Tribunal)은 물리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 인

도의 조세심 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인도의 사업장이 실질 으로는 

RR 자신의 사업을 해 유지되고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RR의 직원들은 인도에 

정기 으로 방문하여  사업장의 공간을 차지하고 사용하 고,  장소에서 이

루어진 활동은 RR의 활동의 본질 이고 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RRIL는 주문을 

수하는데 있어 마  사무소와 유사하게 기능하 고, 견  요청을 주문으로 

환하기 한 활동을 하 다. RRIL의 직원들은 RR의 고객과의 회의에 결정권한

을 가지고 참석하 고, 계약 조항, 인도 일정, 지  일정에 하여 코멘트 하

다. 직원들은 한 구매제안을 분석하고 고객에게 제안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요

청하는 등 인도에서 상품 매에 요한 역할을 하 다. 나아가 직원들은 RR을 

하여 문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졌으며 RR에게 구속력 있는 증서(가령, 해외부패

798)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 10면.

799) Delhi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26 October 2007, Rolls Royce Plc v. Deputy 

Director of Income Tax, ITAT Nos. 1496 to 1501/DEL o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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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800)상의 제조 상품의 출처증서와 RR을 한 보증진술)를 주었다. RRIL은 

으로 RR에 종속 이었고 으로 그리고 배타 으로 RR을 하여 활동하

으며 상시 RR을 해 속 으로 주문을 수하 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 조

세심 원은 인도- 국간 조세조약 5조가 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은 

인도 고등법원에 의해 유지되었다.801)

   사례는 인도가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다. RRIL은 RR을 

하여 상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그 결과 RR은 RRIL이 주문을 받

더라도 법  구속을 받지 않았음에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 이러한 해석은 

법 인 측면에 을 맞추는 국제  기 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 이 있다.802) 

그 결과 국제 인 기업들은 그 사업활동이 인도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할지를 

단하기 어렵고, 이러한 회사들이 인도에서 로벌 지원 서비스를 철수하는 것

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803) 구체  사실 계에 따라서 자회사

의 사업장이 모회사의 물리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모회사

의 직원들이 자회사에 정기 으로 방문하고 모회사로서의 지배, 리 기능을 수

행한 것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부족할 것이다.

    (나) Philip Morris 사건(이탈리아)804)

  앞서 설명하 듯이 이탈리아의 필립모리스 사건에서 이탈리아 법원은 이탈리

아 회사가 필립모리스를 하여 이탈리아 담배 회와의 계약 이행을 감독하거

나 통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 그러나 이

탈리아의 Intertaba의 기능  하나는 이탈리아 담배 회와의 계약 이행을 감독

하거나 통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독일 필립모리스의 활동으

로 보는 것은 1928년 국제연맹 모델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계열회사는 고

정사업장이 아니라는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결은 자회사가 수행하

는 사업이 모회사에 의하여 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회사를 모회사의 고정사

업장으로 보지 않는 통 인 OECD의 태도805)에 반한다고 비 받았고,  결

800) The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801) Rolls Royce PLC vs. Director of Income Tax (2011. 8. 30.) ITA No. 493/2008

802) L.E. Scholueri & O.-C. Günther, The Subsidiary as a Permanent Establishment,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2011(Volume 65), No 2, IBFD. 

803) S. Kapoor, Rolls Royce Decision: Income Attribution to Permanent Establishments,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Journal 3 (2008)

804) Ministry of Finance v. Philip Morris, Decision 7682/02, Corte Suprema di Cassazione, 

Rome 07682/02 (2002. 3. 7.)



- 199 -

에 한 응으로 OECD는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7항이 다국  기업 집단의 

구성 회사에 용된다는 을 명확히 하고, 고정사업장의 존재의 결정은 그룹 

체가 아닌 그룹의 각 회사에 하여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806) 한, 다국  기업의 자회사가 자신의 인력을 이용하여 그 계열회사(모회

사)의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그 계열회사(모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모회사)가 그 자회사 시설에 한 지배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용역제공은 그 계열회사(모회사)의 사업이 아님을 명시하 다.807)  OECD 주석 

개정에 하여 이탈리아는 자신의 법률이 OECD의 주석(그  문단 33, 41, 41.1, 

42)에 우선할 것이라는 이견을 제시하 다.808)

   (다) 론스타 사건(한국)809)

  앞서 설명한 론스타 펀드 사건의 과세논리와 법원의 단은 요한 의미를 갖

는다. 스티  리 등 론스타 펀드의 본사에 소속된 직원들(이들은 론스타 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인 LSP에 투자한, LSP의 유한책임사원이었다)이 국내에서 활동한 

것이 론스타 펀드 자신의 활동인지, 국내 계열사의 활동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이

들은 론스타 펀드를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법인인 LSAK나 HAK의 임원

이기도 하 다. 즉, 스티  리 등은 펀드의 핵심 인 기능을 수행하는 펀드의 무

한책임사원인 LSP의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지 와 펀드를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계열사의 임원이라는 이 인 지 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이 본사

인 론스타 펀드를 한 것인지 국내 계열회사를 한 것인지가 쟁 이다. 스티  

리 등은 LSP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론스타 펀드가 국내 투자에 성공할 경우 일

정한 수익 (carried interest)을 지 받는다는 에서 이들의 활동을 론스타 펀드에 

귀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과세 청에서는 외환은행 인수작업을 주도 으

로 수행했던 스티  리가 2003. 1. 1.부터 7.22까지 LSAK의 표를 역임했고, 스

타타워 빌딩 10층에 사업장소가 존재했으며, 론스타 본사에서도 스티  리가 

상을 주도한다는 서신을 보냈다는 을 근거로 제시하 다. 반면 론스타펀드는 

80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0

806)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1.1 L.E. Scholueri & O.-C. Günther, 앞의 (주802), 4면.

807)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

808)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5.10

809) 서울행정법원 2013.2.8. 선고 2010구합36824 결, 서울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

8792 결.  사건의 사실 계, 쟁   자회사 고정사업장 외 다른 쟁 에 한 분

석은 이 의 ‘제3장 제1편.4.다.(5) 융자산에 한 투자(이자  배당, 양도소득)  

론스타사건(한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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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K는 한국 내에 있는 다양한 론스타 계열 법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해 설립된 독립 인 법인이며, 론스타에 의해 소유되거나 경 이 이루어진 

이 없으며, 당시 론스타 아시아 총 이었던 Ellis Short 부회장이 수차례 방한하여 

직  매각 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LSAK는 매우 제한 인 역할을 담당하 고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다.810)

  법원은 스티  리 등 LSP의 유한책임사원들이 외환은행 경 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기업 인수나 이후 리 과정에서 역할은 LSP와 법 으로 별

개 법인인 LSAK, HAK의 각 표이사나 임원 자격이나 그 명의로 한 것으로 보

이고 이는 업무수탁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을 언 하 다. 

스티  리 등이 LSP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활동하 다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별개의 국내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지 에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고

정사업장이 인정되는 본사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단한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스티  리 등은 외환은행 등의 이사 지 에 있었고 외환은행의 

이익이나 가치를 극 화하여 결과 으로 론스타 펀드의 이익극 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론스타 펀드의 이익만을 할 목 으로 외환은행의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 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러할 활동을 들어 스티  리 등이 론스타 펀드의 리인의 지 에서 외

환은행 등의 경 에 개입하 다거나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의 경 에 직  개

입하 다고 법 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도 언 하 다.

  결국,  사건에서 스티  리 등의 활동은 론스타 펀드 본사의 활동이 아니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사의 임직원으로서의 활동이거나, 외환은행의 

이사로서의 활동으로 본 것이고, 본사에 소속된 인력이라도 본사와 별개의 법인

을 해 활동하는 이상 이를 모두 본사의 활동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고정

사업장 인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제일은행 사건(한국)811)

810)  론스타펀드의 주장은 론스타 측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재를 청구하면서 제

출한 메모(Memorandum Required by Article 8.1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for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with Respect to the Dispute between 

Lone Star and the Republic of Korea)에서, 과세 청의 주장은 최경환,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실태와 해결방안-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인수, 그 실체와 문제 을 심으로”, 정

책자료집 (2006)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김희 , “론스타·한국정부간 투자 재의 과세

상 쟁 에 한 연구 –고정사업장 정을 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2014

년 12월,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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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다드 차타드가 2005년 기존 주주인 뉴 리지로부터 제일은행 주식을 양

수한 거래와 련하여 과세 청은 제일은행 주식의 소유자로서 제일은행 주식의 

양도인인 라부안 법인 KFB Newbrige Holdings (private) Limited (이하 “KFB Ltd”)

의 존재를 세법상 부인하고 이만 군도의 유한 트 십인 KFB Newbridge 

Investment L.P(이하 “KFB LP”)의 281명의 투자자들을 기 으로 조세조약을 용

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고지처분을 한 사례이다. 주된 쟁 은 조세회피목 으로 

말 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지주회사가 도 회사에 불과하여 조세조약의 용

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조약남용(treaty shopping)에 한 사건이었다. 제일은행 주

식의 양수인으로서 원천징수처분을 받은 원고는 ‘라부안에 설립된 지주회사를 존

하여 한국과 말 이시아 간 조세조약이 용된다’고 주장하면서, 비 으로 

‘뉴 리지(구체 으로 KFB LP)가 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제일은행 주식

의 양도소득은 뉴 리지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뉴 리지에게 직

 법인세를 부과하 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고지처분을 한 것

은 법하다’고 주장하 다. 주식양도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으니 양도인에게 

세 을 부과했어야지 양수인인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구체 으로 

원고는 국내에 소재하는 Newbridge Capital Korea Limited가 KFB Fund의 국내사

업장이고, 아울러 제일은행의 사외이사로서 선임된 KFB Fund 련 인물들이 사

실상 제일은행의 업활동과 경 반에 하여 지배 리 활동을 하여 온 것도 

국내사업장을 통한 활동이라고 주장하 다. 

   그러나 법원은 론스타 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Newbridge Capital Korea 

Limited의 주된 업무는 모그룹인 뉴 리지의 “국내투자가능자산을 조사, 분석하고 

투자 상기업에 한 정보수집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수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수탁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의 일환으로 행해

진 것으로 보일 뿐, Newbridge Capital Korea Limited가 KFB Fund에 의해 사실상 

지배, 리되는 사업장으로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 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단하 고, “KFB Fund의 련 인물들이 제일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KFB Fund가 제일은행 주주가 된 후 지배주주로서 경 권 확보

를 하여 자회사격인 제일은행에 자신에게 우호 인 인물들을 사외이사로 선임

811) 서울행정법원 2009.12.30. 선고 2008구합17110 결, 서울고등법원 2010.8.25. 선고 

2010 3826 결. 원고가 상고하 으나 법원은 KFB LP가 외국법인이므로 KFB LP를 

기 으로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KFB LP의 구성원인 281명의 투자자들을 기 으로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를 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결을 기 환송함으로써 

법원에서 국내사업장 존재에 한 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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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문이고, 설령 이러한 사외이사들의 활동이 제일은행 경 개선을 통한 제일

은행 주식 가치 증가를 의도하 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외이사로서 상법상 충실

의무 등에 따른 역할 수행이라고 이 상당”하다고 하여 국내사업장을 부인하

다. 

   론스타 결과 동일한 취지로 가를 지 받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본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이사로서의 활동을 본사의 활동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결이다. 

   (마) e-Fund 사건(인도)812)

  미국 회사인 e-Fund Corp.의 사업은 자결제, ATM 리 서비스, 의사결정지원 

 험 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e-Fund Corp.는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인도 회사인 e-Fund International India Private Limited(이하 “e-Fund India”)를 

100% 소유하 고, e-Fund India는 고객에게 콜센터와 소 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인도 과세 청은 e-Fund India가 e-Fund의 고정사업장이라며 그 

근거로 인도 자회사와의 계약(subcontract agreement)이 있고  계약에 따라 인도 

자회사는 미국 회사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 인도 자회사의 시설

은 미국회사가 사용권이 있다는 , 인도의 자회사는 독립 으로 IT 련 서비스

를 제공하기 하여 필요한 소 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 미국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 인 험과 책임을 부담하 다는  등을 들

었다. 인도 조세심 원은 지원 업무 기능(back office operation), 소 트웨어 개발 

서비스 그리고 매 사무실 유지를 하 으므로 자회사가 미국-인도 간 조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보았다.813) 반면, 인도 고등법원은 2014. 2. 5.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세조약 제5조 

제6항의 법리를 근거로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다. 인도 고등법원은 미국 법인의 

사업의 부 는 일부가 수행되는 장소가 있거나 인도 자회사의 시설에 한 

사용권이 없다고 하면서 e-Fund India가 미국 회사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미국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 충분한 험을 부담하지 않은 , 콜센

터의 비용을 보  받았다는 , e-Fund India와 계약을 체결한 , 소 트웨어가 

무료로 제공된  등은 고정사업장 단과 무 하다고 하 다. e-Fund India의 직

812) DIT v. E Funds Corporation (ITA No. 738/2011), DIT v. E Funds IT Solutions (ITA 

No. 736/2011 & 737/011)

813) e-Fund Corp. v. Asst. DIT (2010) 45 DTR 345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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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인도 자회사에 의해 고용된 이상 미국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

비스 고정사업장도 부인하 고, e-Fund India가 미국 모회사를 해 계약을 상시 

체결할 권한을 갖지 않았고, e-Fund India가 모회사가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 다고 하여도 인도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단하 다. 인도와 미국 간 조세조약은 리인, 일반 탁 매인, 독립된 지 에 있

는 다른 리인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 리인의 활동이 

동 기업을 해 으로 는 거의 으로 수행되고 리인과 본인간의 거래

가 제3자 거래조건(arm’s length conditions)이 아니라면 독립된 지 를 가진 리

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814) 미국 모회사와 e-Fund India와의 계약 

조건이 제3자 거래조건에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회사가 본사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회사의 업무이지 모회사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종속 리인도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해야 한다는 을 확인하여 주류 인 결과 동일하게 자회사 고정사

업장을 엄격하게 인정한 결이다. 특히,  결은 Rolls Royce 결이 고유한 

사실 계에 기한 것이지 리인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것

이 아니라고 하여, Rolls Royce 결 역시 유효하게 유지됨을 언 하 다.  

   (4) 검토

  주류 인 결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배, 리를 받고, 모회사의 이익을 해 

활동하더라도 자회사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존 하여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데 엄격하다. 

그러나 필립모리스 사건,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이 자본수입국이 고정사업장을 확

 인정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필립모리스 사건에 의하면 자회사가 모회사를 

해 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계약체결권이 있는지를 엄 히 따지지 않고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게 된다. 

  재의 고정사업장 법리로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모회사를 

해 요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이 가격 과세가 우선 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해서는 자회사의 사업장이 모회사의 물리  

시설로 사용되고 모회사가 그 사업장에서 자회사가 아닌 자신의 사업을 하

다는 사실이 인정되거나(물리  고정사업장) 자회사가 모회사를 해 계약체결

814) 미국-인도 간 조세조약 제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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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지고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리인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최근 자회사의 활동에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각국의 동향

가. 호주의 다국  조세회피 방지법(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도입

  호주 재무부는 2015. 9. 16. 다국  조세회피방지법(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MAAL)의 시행을 발표하 고,  법령은 2016. 1. 1.이후 발생하는 과세소득

에 용된다.815)  법령이 용되기 한 요건은 ① 외국법인이 호주의 고객에

게 재화나 용역을 공 할 것, ② 공 과 련한 활동이 호주에서 직  수행될 

것, ③ 외국법인의 공 을 지원하기 한 활동의 부나 일부가 계열회사나 상업

으로 종속된 기업에 의해 수행될 것, ④ 외국기업이 해당 공 에서 소득을 얻

고 있고, ⑤ 그 소득의 부 는 일부가 외국기업의 호주의 고정사업장에 귀속

되지 않으며, ⑥ 외국기업이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서 기업집단의 연간 세계 매

출이 10억 호주달러를 과할 것 등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 내 고정사업

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816)  규정이 용되기 해서는 조세회피목 , 즉 

호주에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호주 조세와 외국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 이 인정

되어야 한다.817)  제도는 별개의 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활동하더라도 조세회피

목 을 한 거래구조라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다. 

나. 국의 유출소득세(Diverted Profits Tax) 도입

  국에서도 최근 고정사업장 과세를 회피하기 한 거래구조에 해 고정사업

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 다. 2015. 4. 1.부터 시행된 법률로 외국

법인이 국에서 실질 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국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것을 

회피할 때 용된다.818) 구체  요건은 ① 국 거주자가 아닌 외국법인이 있고, 

815) EY Tax Alert, Australian multinational anti-avoidance law, country by country reporting 

and increased penalties

816) Ibid.

8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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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person, 이를 “avoided PE”라 한다)이 외국법인이 국 내에서 국 고

객에게 재화 는 용역의 공 과 련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② avoided PE

의 활동이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국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보장

하기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 이고, ③ 불일치요건(the mismatch 

condition) 는 조세회피요건(the tax avoidance condition)을 충족할 것 등이다.819) 

  조세회피요건은 재화나 용역의 공  거래를 체결한 주요한 목 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한 것일 때 성립한다.820) 불일치요건은 국기업이 직  는 간

으로 다른 법인의 경 에 참여하거나 지배하고 유효한 세 불일치 결과가 

래되어야 하는데 구체 으로 ① 재화, 용역을 공 하는 것과 련하여 하나 는 

수 개의 거래에 의해 외국법인과 특수 계자 사이에 “ 요한 제공(material 

provision)”이 이루어져야 하고, ② 요한 제공으로부터 유효한 세 불일치의 결

과가 래되어야 하고, ③ 불충분한 경제  실체 조건(insufficient economic 

substance condition)이 충족되어야 한다.821)

  유효한 세 불일치 결과는 요한 제공으로 어느 일방의 비용이나 공제의 증

가 는 소득의 감소를 래하고, 한쪽 당사자의 납세의무의 감소분이 다른 당사

자의 총 조세부담(법인세, 소득세, 국세  이외의 세 )의 증가분 보다 클 때 

인정된다.822) 를 들어 국 회사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열사에 사용료를 지

한다면 국 회사가 사용료 지 으로 비용을 인정받지만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

열사는 수령한 액에 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세 불일치의 결과가 

래된다.823) 유출소득세가 용되는 로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 법인이 제3자로

부터 장치를 구매하여 국에서 매하는 사례로서, 국 계열사가 매 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지만 고객과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외국법인은 수익에 

해 국에서 세 을 내지 않는다면 유출소득세가 용될 수 있다.824) 유출소득세

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유출소득에 25%의 세율로 용하여 산정한 세 을 부과 

받게 된다.825) 

818) Clifford Chance, The UK diverted profit tax: final legislation published, 24 March 2015, 

2면.

819) Finance Act 2015 Section 80 (1) 

820) Finance Act 2015 Section 86 (3)

821) Finance Act 2015 Section 86 (2)

822) Finance Act 2015 Section 107 (2)

823) Clifford Chance, 의 (주818), 3면.

824) Clifford Chance, 의 (주818), 7면.

825) Finance Act 2015 Section 79



- 206 -

다. 소결

  실질 인 활동을 계열사가 수행하면서도 계약체결에는 여하지 않음으로써 

고정사업장을 회피하고 수익을 국외로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해 각국에서 

의제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과 호주의 입법을 계기로 

다른 국가들까지 이러한 경향이 확 될 것이다. 

4. 자회사 고정사업장 인정의 황과 망

  통 으로 다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원천지국이 과

세권을 확보하는 수단은 이 가격 세제 지만, 자회사가 요한 기능을 수행할 

때 자회사의 사업장소를 물리  고정사업장으로 보거나 자회사를 종속 리인으

로 보아 과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자회사 고정사업장을 인정함으로써 과세권한 

자체가 없는 소득을 과세할 수 있거나, 이 가격 세제를 용하는 것보다 과세

액을 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본인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

을 체결하지 않는 커미셔 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하 으나 부분 법원에

서 과세 청의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자회사에 한 지배 계가 있다거나 본

사를 한 용역 제공 등 본사의 활동에 기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인

정되지 않는다는 OECD의 입장은 각국의 법원에서 존 되었다. 우리 법원에서도 

론스타 사건과 제일은행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단이 이루어졌다. 반면, 이탈

리아의 필립모리스 사건 등 고정사업장이 인정된 결이 있고, 행 조세조약의 

해석상으로는 고정사업장 인정이 어려워 BEPS의 논의에서는 커미셔 에 한 고

정사업장 인정이 되도록 조약개정을 제안하 다. 더 나아가 조세조약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세회피목 을 한 거래구조에서는 계열사 활동에 해서도 고

정사업장을 인정하는 호주의 다국  조세회피방지법(MAAL)이나 국의 유출소

득세 도입은 이러한 원천지국의 과세의지를 확인시켜 다. 결국, 고정사업장이 

없이 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열사를 둘 경우 과세하려는 노력은 확 될 것으

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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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인 용역 제공시 의제 고정사업장 (Service PE)

1. 서비스 고정사업장의 필요성  인 용역 소득 조항과의 계

가. 서비스 고정사업장 조항의 필요성

  서비스 고정사업장 조항의 목 은 충분히 오랜 기간 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외

국기업들은 비록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구성할 만큼 오랜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천지국 과세의 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826) 서

비스를 주로 제공받는 자본수입국들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할 것을 

원하는데, 일정한 서비스 사업은 실질 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하여 토 안

에서 고정된 사업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을 우려하여 서비스에 하여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더라도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을 근거로 한다.827) 그

러나 오랫동안 OECD 모델은 원천지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

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비스 자체는 에 보이지 않으므

로 OECD 모델은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을 요구하거나(제5조), 2000년 OECD 모델

조약 개정 에는 독립  인 용역은 고정시설(fixed base)이 있을 것을 요구하

다.828) 

  행 OECD 주석은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주석에 두고 있지만, OECD 주석은 

기업과 과세당국의 컴 라이언스(compliance)  행정 부담의 문제, 의제된 서비

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등을 근거로 서비스 고

정사업장을 모델조약에 규정하는 것에 반 하고 있다. 우선, 기업과 과세당국 모

두 행정 인 부담이 있는데, 특히 비사업자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

이 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해 원천지국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 문제된다고 한다.829) 한, 형 인 법리는 고정사업장은 국가에서 보내는 시

간에 기 하여 설계되므로 과세당국  기업은 서비스 기업의 직원이 그 국가에

서 있는 시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기업들은 사 에 얼마나 직원이 특정 국가

에 머물러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상치 않게 고정사업장이 생기는 

826)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28

827)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16

828) Vogel, 398면.

829)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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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부담할 수 있음을 지 한다.830) 한, OECD 주석은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의 액을 결정하고 련된 세 을 추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부분의 경우 기업은 회계장부와 자산이 없고 세 을 징

수할 수 있는 종속 리인도 없음을 지 하고 있다.831) 그러나 와 같은 문제

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한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할 경우 

발생하는 일반 인 문제이다. 가령, 술가와 스포츠 선수의 공연에 하여 원천

지국 과세를 할 경우에도 원천지국에 회계장부와 자산이 없음은 동일하다. 과세

행정상의 문제는 건설 고정사업장에 한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3항이나 종속

리인에 한 제5항에서도 발생하고, 일자 산정의 문제가 있다는 것 역시 건설 

고정사업장이나 고용소득에 한 제15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 이 있

다.832) 서비스 고정사업장의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은 행정  어려움이 있다고 하

더라도 자신의 토 안에서 수행되는 모든 서비스로부터의 이익에 하여 과세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833) 이들은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

는 서비스에 한 과세를 보장하기 한 메커니즘(거주자가 보고할 의무, 비거주

자에게로 지 시 원천징수 등)을 참고할 수 있다.834) 결국,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OECD 모델조약 자체가 아닌 주석에 규정한 것은 일부 국가들이 조세조약에 규

정하는 것을 강하게 반 하 기 때문으로835)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의 도입의 

채택 여부는 이론  타당성이 아닌 각 국가들의 이해 계가 반 된 결과이다. 

  

나. 독립  인 용역 소득 조항과의 계

  과거 OECD 모델조약 제14조(독립  인 용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문직업  용역 는 기타 독립  성격의 활동과 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 상 그에게 정기 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fixed base)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

다.”는 조문을 두고 있었으나, 2000년 개정시 삭제되었다. UN 모델조약에는 아직

도 독립  인 용역에 한 조문을 남겨 두고 있고, 한국이 체결한 부분의 조

83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12

83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13

832) Hans Pijl, The OECD Services Permanent Establishment Alternative, European Taxation 

(2008/9), 472면.

833)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17

834) Ibid.

835) Hans Pijl, 의 (주832), 472면.



- 209 -

세조약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OECD 모델조약 제14조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고정시설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 을 뿐, 사업소득에 한 조문과 차이가 없었고, 이 차이는 의사나 변호사

와 같은 문직은 일반 인 사업 내지 상행 와 구분하는 통 인 륙법의 용

례 때문이라고 한다.836) 의사나 변호사의 활동은 상행 가 아니어서 성질상 ‘사

업장’을 가질 수 없으므로 ‘고정시설’이라고 표 한 것이다. 2000년 개정시 제7조

의 고정사업장과 제14조의 고정시설과는 차이가 없고, 어느 활동이 제7조에 해당

하는지 제14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14조를 삭제하고 독립된 인

용역도 고정사업장 개념에 포섭하 다.837) 그 결과 고정사업장 없는 독립  인

용역은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행 모델조약에 따르면 독립  인 용역이라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고, 종속 인 인 용역은 원칙 으로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게 된다.838) 이

런 이분법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독립  인 용역인지 종속  인

용역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본 으로는 종속  인 용역과 독립

 인 용역을 구분하는 것이 좋은 제도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839) OECD 주석

은 인 용역에 해서도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어야지 그 국가가 과세권을 가질 

만큼의 경제  삶에 참여하고 있고, 행정 인 편의를 고려하 다고 설명한다.840) 

동시에 OECD 주석은 독립  인 용역을 과세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한 안

으로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841)

  정리하면 2000년 개정으로 독립  인 용역에 한 OECD 모델조약 제14조가 

삭제되었지만 고정시설은 고정사업장 다른 의미가 아니었으므로 실질 인 변화

가 아니었지만,842) 2008년 개정된 OECD 주석은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인정함으로

써 오히려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 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기존 

OECD 모델의 내용인 인 용역 소득은 고정시설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조

문은 실 세계의 실제조약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843) 실제 한국

836) Vogel, 405면, 이창희, 앞의 책(주15), 487면. 의사·변호사와 같은 문직업인은 그 사

업활동이 체로 의제상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리성을 그 사업의 기본 인 특성으

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인으로 보기 어렵고, 독일에서도 상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 이라고 한다. 이철송 『상법총칙·상행 』 (제14 , 2016), 86면. 

837) OECD 모델조약 제14조에 한 주석 삭제 경  설명 부분

838) OECD 모델조약 제15조

839) 이창희, 앞의 책(주15), 500면.

84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문단 42.11, 42.12

84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문단 42.23

842) Vogel,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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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결한 다수의 조약들은 고정시설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체제하면 원천

지국 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를 들어 한국-독일 간 조세조약 제14조844)).

  아래에서는 UN 모델조약  OECD 주석상의 서비스 고정사업장  독립된 인

용역 규정의 요건을 검토한 후 실제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본다.

2. UN 모델조약  OECD 주석 상의 개념

가. UN 모델조약 제5조 제3항 (b)  UN 모델조약 제14조 제1항

  OECD 모델조약과 UN 모델조약의 요한 차이  하나는 UN 모델조약은 조

약 본문에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이다. 1980년 최  UN 모델조

약에서도 재와 같이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을 두어 12개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직원을 통해 서비스를 공 하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다.845) 1980년 

UN 모델조약의 입안자들은 OECD 모델조약과 실질 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규

정을 명확화 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OECD 모델조약이 UN 모델조약을 따라가

지 않음으로써 양 모델조약간 요한 차이가 되었다.846) 

    UN 모델조약상 고정사업장은 기업이 종업원 는 다른 사람을 통해 서비스

(상담 서비스 포함)를 공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그러한 속성의 활동이 (동일

한 는 연 된 로젝트를 하여) 어느 12개월  총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체약국 내에서 지속된 경우에 한한다.847) UN 모델조약 제14조 제1항은 개인의 

843) 이창희, 앞의 책(주15), 501면.

844) 한국-독일 간 조세조약 제14조(독립  인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문직업  용역 는 기타 독립  성격의 활동과 련하여 취

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 상 그에게 정기 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정의 목 상, 일방체

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  총 

183일을 과하는 단일기간 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

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 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

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2. " 문직업  용역"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  회계사의 독립

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 인 학술. 문학. 술. 교육 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845) UN 모델조약 제5조 제3항 (b)

846) Vogel, 3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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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모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3. 고정사업장은 한 아래를 포함한다.

(b) 기업이 서비스 공  목 으로 고용된 직원 는 다른 인력에 의한 상담 서

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의 공 . 다만, 체약국 안에서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동

일한 혹은 연결된 로젝트를 하여) 어느 12개월  총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UN 모델조약 제14조 (독립  인 용역)

1. 문 인 용역이나 독립  성격의 다른 활동에 하여 체약국의 거주자가 

얻는 소득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아래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만약 그가 활동을 수행하는 목 을 해 다른 체약국에서 규칙 으로 근 

가능한 고정시설(fixed base)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소득  고정시설에 귀속되

는 만큼이 그 다른 체약국에 과세되고, 는

 b) 만약 다른 체약국에서 그의 체류가 어느 12개월  183일에 이르거나 이를 

과하는 경우. 그 경우 다른 체약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만이 그 국가에서 과세된다.  

문 인 용역(professional services)이나 독립  성격의 다른 활동에 하여 거주

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그가 어느 12개월  총 183일 이상을 

다른 체약국에 거주하는 경우 그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된다고 하여 독립 인 인

용역 제공시 원천지국 과세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 인 조문은 아래와 

같다.

  OECD 모델조약은 2000년 개정시 제14조를 삭제한 반면, UN 모델조약은 독립

 인  용역에 한 제14조가 남아있다. UN 모델조약 제14조는 원천지국에 고

정시설이 있으면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을 과세하고, 고정시설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의 장기출장이면 거기서 얻는 소득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게 된

다.848) 제14조 제1항 (a)의 고정시설은 고정사업장과 실질 인 차이는 없으므로 

제14조 제1항 (b)가 의미가 있는데, 서비스 고정사업장은 서비스 공  활동이 6개

월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 반면, 독립  인 용역은 183일 이상의 체류(stay)만으

847) UN 모델조약 제5조 제3항 (b)

848) OECD 모델로 치자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조문을 충한 형태이다. 이창희, 앞의 책

(주15), 488면.



- 212 -

로 원천지국 과세권이 인정된다.   

  결국,  조문을 종합하면 용역제공이 이 지는 국가에 고정사업장(고정시설)이 

있거나,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서비스 공 이 6개월 이상 이 지거나 용역제공

자의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고

정사업장이 규정된 경우 고정된 사업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으므로 Dudney 사건과 같

이 고객의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나, 화가 사례처럼 고객의 사업장 자

체가 작업의 상인 경우 모두 원천지국에 사업소득 과세권이 인정된다. 실제 

Dudney 사건에서 고객의 사업장에 한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그 향

으로 미국과 캐나다간 조세조약에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도입하 음은 이미 설명

하 다. 결국 독립된 인  용역 제공시 고정시설이 없어도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

정하는 UN 모델조약 제14조 제1항 (b)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을 두면 인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고정된 사업장소 요건  특히 사용권 요

건이 요구되지 않음으로써 고정사업장의 범 가 요하게 확 된다.  규정의 

서비스나 기간 요건의 구체  의미에 해서는 OECD 주석에서 함께 설명한다.

나. OECD 주석상의 서비스 고정사업장

   (1)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 개

  다음으로 OECD 주석상의 서비스 고정사업장의 규정의 도입경 와 그 내용을 

살펴본다. 2004년 OECD의 재정분야 원회의 조세 약  련 문제에 한 제

1실무반이 구성되었는데, 당시 OECD 모델조약 규정상 서비스에 한 분석, 특히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에 과세권 배분에 

한 정책  고려를 연구하기 해서 다.849)  연구를 반 하여 2008년 OECD 

주석 개정시 서비스 고정사업장에 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2008년 개정에서 

OECD 주석은 OECD 모델자체에 규정된 고정사업장 정의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고정사업장 없이 수행하는 용역에 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국가를 하여 안

 조항을 주석에 포함시켰다. 2008년 개정시에도 OECD 주석은 고정사업장 과

세의 기본 인 입장 즉, 일방 체약국에서 다른 체약국 기업에 의해 수행된 용역

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그 일방 체약국에서 과

849) OECD, The Treaty Treatment of Services:　 Proposed Commentary Changes, Public 

discussion draft (2006. 12. 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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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기업(enterprise)이 다른 체

약국에서 다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 어느 12개월  총 183일을 과하는 기간 동안 다른 체약국에 있는 개인을 

통하여 그리고 이 기간의 극  사업활동(active business activities)에 귀속되는 

총수익(gross revenue)의 50%를 과하는 액이 그 개인을 통한 다른 체약국에

서 수행된 서비스를 통해 얻었거나, 

(b) 어느 12개월  총 183일을 과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서비스가 그 다른 

체약국에서 있으면서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1인 이상의 개인을 통하여 동

일한 로젝트를 해서 혹은 련된 로젝트를 하여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일방체약국에서 하는 활동은 그 다른 체

약국에 치한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수행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구

성하지 않는 제4항에서 언 한 활동에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세우기 에는 그 국

가에서 과세할 정도로 경제 으로 긴 한 계가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

다.850)

  OECD 주석은 서비스가 해당 체약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체약국 밖에

서 비거주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하여는 그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못함을 강

조하고 있고,851) 서비스에 한 과세는 서비스 가 총액에 한 과세가 아닌 수

익에 하여만 이루어져야 함을 언 하고 있다.852)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더라도 원천지국의 과세행정의 편의 때문에 총수익에 한 과세가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확인하여 자본수출국을 보호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

OECD 주석이 제시한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의 는 다음과 같다.853) 

   (2) 서비스의 범

  먼  서비스의 범 가 문제된다. OECD 주석에서는 서비스에만 용되므로 서

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활동에는 용되지 않으며, 가령 해에서 어업활동

85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11

851)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18. 

852)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19

853) 독립된 인 용역에 한 OECD 모델조약 제14조가 2000년에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

을 넣을 가장 한 장소는 제5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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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외국기업이 어획물을 매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설명하면서,854) 컨설턴트(consultant), 엔지니어링 서비스(engineering services),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 회계 서비스(accounting services) 등 형 인 용역의 

범 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로 들고 있다. 에서 언 한 어획물을 매하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지만 법률 자문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달한 경우 보

고서라는 재화를 공 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 부가가치세

법은 용역의 ‘공 을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855) 결국 일을 해주는 것과 권리나 물건을 사용

하게 해주는 것을 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 

   (3) 개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  총수익 비율 : (a)

  가령,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다른 국가에 머무르며 고정된 사업

장소 없이 183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의 사업이익의 부분을  서비

스 제공에서 얻는다면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더라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된

다.856) 를 들어 R 국가의 거주자인 X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X Co의 

2인 주주  한명이자 종업원인데 S 국가에 190일 이상 머무르고 X Co의 극

 사업 이익  70%가 X가 S국가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한다면 X 

Co는 S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게 된다.857) UN 모델조약과 비교할 때 OECD 

모델조약은 총수익 요건을 규정하여 (a)를 소규모 기업에만 용함으로써 용범

를 제한하고 있다.858) 총수익 50% 요건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업활동을 수행하

고도 작은 기업체는 고정사업장을 갖는 반면 큰 기업체는 그러지 않게 된다. 이

는 조세 립성에 반하게 되고, 그 기업이 서비스 수행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에 

어느 규모의 투자를 하는가라는 다른 사정에 의해 고정사업장 인정이 달라지게 

되어 합리 인 기 으로 보기 어렵다.859) 기업이 그 국가에서 배타 으로 수행되

854)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29

85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856)  a)는 주로 한명의 개인에 의해 운 되는 사업체의 경우를 다루는 것이지만 련 

기간  부분의 수익을 한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경우도 사업체도 포

함한다.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34

857)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38

858) Hans Pijl, 앞의 (주832), 474면.

859) 주  에서 사업활동의 거의 는 부가 원천지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원천지국 과세가 정당화되는지에 하여 이 의 ‘제3장 제1편 2.다.(3)(나) 동기나 사

업의 속성을 근거로 완화된 기 이 용가능한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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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의 경우 사업성격상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OECD 주석의 태도와860) 일 되는 기 이다. 

   (4) 로젝트를 한 서비스 활동 기간 : (b)

  (b)는 UN 모델조약의 제5조 제3항 (b)와 유사한 조항이다.861) 양자 모두 고정사

업장이 있는 국가 내에서 용역의 수행을 요구한다. 그러나 UN 모델조약은 “그 

목 으로 기업에 의해 고용된 직원 는 다른 인력”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인

력을 아웃소싱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OECD 모델조약 주석의 경우 그러하지 않

다.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22는 아웃소싱을 포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

고 있는데, 다만 해당기업이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에 해 감독하고 지시

하고 통제한다면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이 용될 수 있다.862) 서비스를 직  

제공하지 않고 독립 인 지 에 있는 다른 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까지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  단에 기한 것으로 자본수출

국에 유리한 규정이다.  조항으로 가령 서비스 회사가 지 법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 법인의 서비스 제공에 해 직 으로 통제·감독을 하

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b)에서 요구하는 것은 183일 

이상 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지 (a)와 같이 개인이 해당 국가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즉, 기간은 해당 기업에 하여 용되는 것이지 개인에 하

여 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개인이 해당 기간에 용역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863) 가령, R 국가의 거주자인 X 회사가, S국 내의 여러 곳에서 지역 조사

(geological survey)를 수행하기로 Y회사와 계약하고 1년간 185일 넘게 X의 직원 

 X가 하도 하여 X가 지시, 감독, 통제하는 개인사업자들을 통해 조사를 수행

한 경우 (b)가 용되어 X 회사는 S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

다.864)  

3. 서비스 고정사업장 인정이 문제된 경우

860)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6.

861) Hans Pijl, 앞의 (주832), 474면.

862) OECD 모델조약에 한 주석 42.23, 42.43

863) OECD 모델조약에 한 주석 42.39

864) OECD 모델조약에 한 주석 42.44의 examp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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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문제된 표 인 사건으로 모회사의 조직 리  직원 

견이 문제된 인도의 모건스탠리 결을 들 수 있다. 

 <모건스탠리 사건(인도)865)> 

  미국 회사인 Morgan Stanley and Co. Inc.(이하 “MSCo”)는 재무자문(financial 

advisory service), 기업 출, 증권인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세계에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MSCo의 인도 계열사인 Morgan Stanley Advantages 

Services Private. Ltd.(이하 “MSAS”)는 인도에서 MSCo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데 MSCo는 일부 업무를 MSAS에 아웃소싱 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에 따라 MSAS는 리서치 지원, 데이터 로세싱 지원, 기술지원 등 IT 

련 서비스, 계정조정(account reconciliation) 등의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다. 

MSCo는 조직 리 활동(stewardship)으로서  업무의 질을 통제하기 해 직원을 

보냈고, 한 직원을 견하여(deputation) 직원들이 MSAS의 리와 지배하에 업

무를 수행하 다. 쟁 은 ① 물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② 리인 고정사

업장이 존재하는지, ③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등이다. 인도 법원은 

① MSAS가 수행한 것은 후선지원업무(back-office operation)이므로 비 ·보조  

행 에 불과하여 물리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고, ② MSAS는 계약체결권이 

없었으므로 리인 고정사업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③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지에 하여,866) 인도 법원은 조직

리 활동(Stewardship)은 MSAS 직원의 업무결과가 MSCo의 기 에 충족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고 MSCo가 MSAS에게 서비스를 공 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

하 는데, MSCo는 단지 MSAS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인도 법

865) Morgan Stanley v. M/S DIT (International Taxation) [2007] TIOL-125-SC-IT (Supreme 

Court of India)

866) 쟁 이 된 미국-인도간 조세조약의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제2항 :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l) 직원 기타 다른 인력을 통해 기업이 체약국 내에서 12조(로열티와 포함된 서비스에 

한 보수)에서 정의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공 하는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한

다.

   (i) 그러한 속성의 활동이 그 국가에서 어느 12개월 기간 내에서 총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될 것. 는

   (ii) 서비스가 그 국가 내에서 계열 계에 있는 회사(9조 1항의 의미)를 해 수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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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MSAS에 견 보낸 MSCo의 직원은 MSAS의 직원이 아니었고 MSAS의 요

청에 의해 2년이 넘어 서비스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기간 요건 충족하 다고 

보았다. 법원은 MSCo의 직원이 MSAS에 견되더라도 MSAS의 직원이 될 수 없

다고 보았다. 법원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직원 견의 요청이 일반 으로 MSAS

로부터 왔고, MSCo는 자신의 여자 명단에 있는 직원들에 해서는 어느 정도

의 통제와 감독권한이 있었으며, MSAS는 MSCo와 의 없이 이들에 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법원은 다국  기업 

활동이 견된 직원의 업무에 한 책임을 수반하고 그 직원들이 다국  기업의 

여자 명단(payroll)에 계속 있을 때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

았다. 

   례의 결론에 따른다면 직원을 계열회사에 견하는 것이 서비스 고정사

업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바, 서비스 고정사업장 과세가 상당히 범 하게 

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은 견활동에 

한 한 가이므로 이에 한 보수를 받았다면 추가 인 과세는 없을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 인도의 법원은 가(cost plus mark-up 29%)가 정하다고 

단하 다.

  다른 사건에서도 인도의 조세심 원(ITAT)은 견 받은 회사에서  견 직

원들을 통제하고 리 감독하 고, 다국  기업이 이들에 한 통제력을  행

사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다국  기업의 직원이라

고 할 수 없다고 단하 다.867) 결국, 일반 으로 서비스 고정사업장은 제3자에

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과세하기 한 것이고, 만약 문제된 활동이 조직 리

(stewardship) 기능이라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868)

 

4. 소결

  

  고정된 사업장소도 없고, 계약체결권도 없는 직원들이 고객의 회사에서 서비스

를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것은 사업장소에 한 사용권 요건을 엄격

하게 요구하는 통 인 고정사업장 개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다. 

OECD 모델조약은 서비스도 고정사업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실제 체결된 조

세조약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다면 고정시설 는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867) DDIT-IT vs. Tekmark Global Solution LLC, Mumbai ITAT, ITA No 671/Mum/2007

868) Ashish Karundia, Law & Practice Relating to Permanent Establishment, (2015),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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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인 용역에 과세할 수 있는 조문을 두고 있고(UN 모델조약 제14조에서 

정한 형태), 이런 실제 조세조약을 통해 서비스에 한 원천지국 과세의지가 확

인지만, OECD 모델조약은 OECD 회원국들의 반 로 서비스 고정사업장은 조약 

자체가 아닌 주석에 반 되었다. 반면 UN 모델조약은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규정

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고 있으므로 OECD 모델조약과 UN 모델조약이 

다른 표 인 이다. 산업기반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서비

스 고정사업장 는 독립된 인 용역 과세 조문에 기한 과세가 증가할 것이다.  

 

제5편 고정사업장 제도의 안에 한 논의  제도의 망

  재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기업의 물리 인 존재(고정된 사업장소) 는 그 

리인의 존재( 리인 고정사업장)를 기 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업활동을 

해서는 고정된 물리  장소를 사용하거나 리인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반으

로 하 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상거래의 발달, 기계  장비의 손

쉬운 이동, 임시 인 노동력의 국제 인 이동으로 고정된 물리  기반이 없더라

도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 재의 다양한 사업형태에 해 기존의 고정

사업장 요건으로는 고정사업장 과세가 어려워진다. 이에 고정사업장 요건을 재검

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 히 있어 왔고, 특히 최근 발표된 BEPS 최종보고서  

Action 1 보고서에서는 향후 선택 가능한 안들을 제시하 으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해야 한다는 견해

가. 가상 인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 (Fictional Permanent 

Establishment)

    (1) 자상거래에서 고정된 사업장의 인정 

   견해는 가상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고정사업장 원칙을 완화한다. 비록 

어느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천지국에 과세할 수 있도록 사

실상의 는 가상의 고정사업장(Virtual PE, Fictional PE)을 인정하여 ‘고정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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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소’의 존재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869)   

  구체 으로 Hinnekens는 자상거래에도 그 국가에 한 경제  연결성이 같다

면 동일하게 과세해야 하는 원칙이 용되고, 상업 으로 요한 활동은 부수

인 사업활동과 구분하여 자본수입국과 자본수출국간에 타 이 될 수 있도록 기

존의 고정사업장 제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상거래에서 가상

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870) 결국, 고정된 사업장소이 없더

라도 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다. 요한 활

동인지는 매출액 는 거래 회수를 기 으로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가끔 

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한다.871) 나아가 소 트웨어나 특허권의 소유

자는 사용자의 성공에 심이 있고 의존하므로 일종의 트  계가 있으며, 사

용자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872) 좀 더 명

확하게는 조세조약에 자상거래와 련된 수익은 매활동이 일정한 기  액

을 과할 경우 웹사이트라는 가상 인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고 명시할 수 있

을 것이다.873)

  이 게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고정사업장 과세를 용해야 한

다는 주장은 어느 국가에서 이득을 얻는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와 무

하게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에 기반한다.874) 

  우리 부가가치세법 상 자  용역거래에 해당되면 자  용역을 국내에서 

공 하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과세 청에 인

터넷을 통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되어 국내에 공 한 자  

용역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875) 이는 자  용역의 공

에 해 일종의 가상의 사업장을 인정한 것이다.

  

   (2) BEPS Action 1에서 제시한 방안

869) Hinnekens, Luc, Looking for an Appropriate Jurisdictional Framework for Source-State 

Taxation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26 Intertax 

Volume 26 (No. 6/7, 1988), 195면.

870) Hinnekens, 앞의 (주869), 197면.

871) Ibid.

872) Ibid.

873) Arthur J. Cockfield, Balancing National Interests in the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Business Profits, 74 Tul. L. Rev. 133 (1999), 175-176면.

874) Skaar, 559-660면.

875)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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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PS Action 1 보고서876)는  제도에 한 안으로 외국기업이 상당한 경제

 존재가 있는가에 따라 과세권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BEPS가 제시한 

기 은 수익 요소(Revenue-based factors), 디지털 요소(Digital factors), 사용자 요소

(User-based factors) 등으로 수익 요소를 심으로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고정사업

장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877) 아래는 BEPS Action 1 보고서의 설명이다.

    ① 수익요소878)

  일반 으로 어느 국가에서 지속 으로 얻은 수익은 상당한 경제  존재를 보

여주는 잠재  지표임은 분명하다. 사용자 데이터(user data)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강한 사용자 네트워크(user network)는 매를 증가

시키거나 재화나 용역에 해 더 많이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환경에

서는 고객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그 국가에서 상당한 경제  존재의 형태로 연결

고리(nexus)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이에 수익을 기본요소로 하는 것은 납세 력 

비용을 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BEPS Action 1 보고서는 디

지털 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메일 주문 거래, 화 거래 

등도 포함되도록 비거주자인 기업이 원거리에서 원천지국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부를 기 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② 디지털 요소879)

  BEPS Action 1 보고서는 재래식의 소매 거래에서는 많은 고객들에게 근하기 

해서는 상 의 치, 마 과 로모션, 지  수단, 매나 고객 서비스 종업

원 등이 요하 다고 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도 유사한 수단이 요한데, 인터

넷 주소 명칭(local domain name), 디지털 랫폼(local digital platform), 결제 수단

(local payment options) 등을 들고 있다. 해당 국가에 고유한 인터넷 주소가 있고

(에를 들어 .com이 아닌 해당 국가의 고유한 해당국가의 도메인), 지역 웹사이트

가 있으며 지역 결제수단이 있으면 상당한 경제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876)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Action 1은 다른 Action Plan과 달리 보고서일 뿐이다.

877) BEPS Action 1 보고서 7.6.

878) BEPS Action 1 보고서 7.6.1.1. 문단 278

879) BEPS Action 1 보고서 7.6.1.2. 문단 279



- 221 -

    ③ 사용자 요소880)

  사용자 기반과 련된 데이터 입력은 국가 경제간 교류에서 요한 요소이고 

사용자의 다양한 요소들이 그 국가에서 경제 으로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를 반 한다. 그 구체  요소로 월간 사용자수(monthly active users, MAU), 온라

인 계약 체결, 수집된 데이터의 양을 기 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소비지 과세 도입 (Destination Based Rules)

  해당 국가와의 연결성의 정도가 일정 이상이면 가상 인 고정사업장을 인정하

는 견해와 달리, 정면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사용되는 곳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 구체 인 과세방법론에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1) 서비스에 한 소비지 과세 도입

 

  자상거래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환경 변화로 ① 사람의 활동을 요구하는 

서비스와 ② 소 트웨어 로그램을 포함하여 기계에 의해 많은 부분이 수행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분하여 달리 취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는 통

인 과세원칙에 따라 사람이 활동하면서 서비스가 수행되는 곳에서 과세되어야 

하지만, 후자는 용역이 수행되는 곳에서 과세될 수 없고 유형 혹은 무형자산의 

이 으로 취 되어 서비스가 사용되는 곳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881) 

따라서 원천지국은 국가 내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거래에 과세할 수 있게 된다.

   (2) 세원잠식으로 근하는 견해 (Base-erosion approach)

  표 으로 Doernberg가 주장하는 견해이다.882) 세원 잠식 근법은 고정사업장 

원칙을 유지하면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세원(tax 

880) BEPS Action 1 보고서 7.6.1.3. 문단 280

881) Peter A. Glicklich 외, Electronic Services: Suggesting a Man-Machine Distinction, 87 J. 

Tax’m 69, (1997), 69-70면.

882) Doernberg, Richard L.,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Tax Sharing, 16 Tax 

Notes International 1013 (1988). Dale Pinto, 앞의 (주547),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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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을 분배하는 것을 추구한다.883) 그 주된 내용은 원천지국은 자국의 세원(tax 

base)을 잠식하는 어떠한 지 에도 단일 세율의 원천징수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비거주자에게 지 하는 액이 원천지국의 구매자에 의해 소득공제가 되거

나 구매자가 매하는 재화의 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지 은 원천지국의 세

원을 잠식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세원잠식 근법 하에서  요건들이 용

된다면 소득의 종류와 무 하게 원천지국이 원천징수를 할 것이다.884)  근법

은 과세기반을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재와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지 체

인 과세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는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을 제로 한다.885)

   (3) 환  가능한 원천징수 (Refundable Withholding Approach)

   사용지 과세제도의 일환으로 모든 국제 인 자상거래에 하여 원천지국이 

원천징수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상거래에 하여 원천지국 과세 기

반을 확립하도록 설계된 주장이다. 원천징수 액은 만약 련기간 동안 총 매

액이 일정 기 (de minimis threshold) 이하이면 환 가능하다.886) Avi-Yonah는 원

천지국에서 법인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887) Doernberg는 

낮은 세율의 원천징수를 주장한다.888)

  환 가능한 원천징수가 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889) 재화와 용역에 한 

모든 국제거래는 자 으로 제공되던(가령, 컴퓨터 소 트웨어) 혹은 자  방

법에 의한 거래이던(가령, 인터넷을 통한 꽃 구매) “원천징수 소득”으로 취 되

고, 소득의 종류와 무 하게 단일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 외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으로 재화나 용역에 한 거래와 달리 일반 으로는 거주지국

에서 과세된다. 과세기간 말에는 만약 해당국가에서 매자의 총 매 액이 최

소기 액 이하라면 매자는 원천지국 과세 상이 되지 않고 원천징수된 

액의 환 을 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 로 련 기간 매액이 최소기

액을 과한다면 매자는 원천지국 과세 상이 되고 원천징수된 액은 환

883) Dale Pinto, 앞의 (주547), 275면.

884) Dale Pinto, 의 (주547), 275면

885) Ibid.

886) Dale Pinto 의 (주547), 277면.

887) Avi-Yonah, Reuven S., International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52 Tax Law 

Review 507 (Spring 1997), 537면.

888) Dale Pinto, 의 (주547), 277면.

889) Dale Pinto, 의 (주547), 277-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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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것이다.

  BEPS Action 1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거래에 해 원천징수세를 창설하자는 

안이 제시되었다.890)

다. 평가 

   (1) 가상  고정사업장의 인정

  가상  고정사업장을 만들면 재의 국제조세원칙을 훼손하고 자상거래의 

과세와 통 인 거래에 한 조세 립성의 원칙을 반하게 된다는 비 이 제

기되었다.891) 그러나 물리  사업장을 요구하지 않는 자상거래에서 원천지국 

과세의 필요성에 따라 가상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 인 거래와 

립성에 반하는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상거래가 있다는 이유

로 일률 으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한다면 납세 력비용이 과다하고 과세행정상으

로도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BEPS Action 1의 제안 로 그 국가와 경제  

연결성이 일정 기 (threshold)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

한 가상 인 고정사업장 인정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OECD 모델조약상 일정한 

능인과 운동선수에게는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게 

된다.892) 그 활동의 임시  성격에도 불구하고 원천지국에서 활동을 수행함으로

써 상당한 인 보상을 받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화 되는데 동일한 논리가 

자상거래에도 용될 수 있다.

  문제는 가상 인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기 이 모호하고 주 일 수밖에 

없다는 이다. 재래식 소매거래의 수익창출을 한 요소와 응하여 인터넷 주

소 명칭, 디지털 랫폼, 결제 수단 등을 고려할 때 경제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기 은 상당히 주 일 수밖에 없어 고정사업장 인정에 한 다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를 들어 .com의 주소를 사용하면서 그 국가의 고유한 

명칭을 쓰지만 결제 수단은 제한 인 경우 가상  고정사업장이 인정될지 단

하기 어렵다.

   (2) 소비지 과세 도입 

890) BEPS Action 1 보고서 7.6.3.

891) Arthur J. Cockfield, 앞의 (주873), 176면.

892) OECD 모델조약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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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지 과세 도입은 그 실 을 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이고 명확한 기 을 제시한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해 과세하

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되고 사용되는 경우 일률 으로 과세하는 것이므

로 결국 소비에 한 과세(소비세)로 소득세 과세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소비세는 

소비가 일어난 곳(즉, 원천지국)에 을 두는 반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곳

(즉, 거주지국)에 을 둔다. 재의 국제조세원칙상 소비세와 소득세는 부분

의 경우 매우 다르게 취 되는데 조세조약은 일반 으로 소비세를 다루지 않으

므로(OECD 모델조약 제2조 제1항은 “본 약은 소득과 자본에 한 과세에 

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893)), 소비세에 한 이 과세를 방지하는 것은 조세

조약에 한 근본 인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  

  한, 소비지 기 과세는 조세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지 되는데, 특히 그 원천

국가 내에서 개인 고객들에 한 매와 련한 이익이 그러하다. 가령 자화된 

소 트웨어를 매하는 기업의 경우 세계 어디에 치한 고객이라도 인터넷 

속만 가능하면 이러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잠재  고객은 수십 

개의 국가에 거주하는 수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모두의 치를 확

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거주지국  원천지국의 과세당국이 이 고객들

의 치를 모니터하여 치를 찾도록 하는 국제조세 제도가 합리 인 것인지 의

문이 있다.894) 사용지 국가에서 세 을 부과하려면 고객들의 치를 확인해야 하

지만 고객이 어디서 사용하는 지를 악하기 어렵고, 고객미래의 기술 발 으로 

고객이 더욱 쉽게 자신의 치를 숨길 수 있게 되어 더욱 찾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여러 국가에서 과세됨으로써 국제 인 

이 과세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그 사용자들의 문화  측면은 사용지에 기 한 과세 시

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 이 있다.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라이버시에 민감하

고 라이버시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노력도 에 거슬리는 것으로 볼 것

이다.895)  

   (3) 소결

893) Arthur J. Cockfield, 앞의 (주873), 170면.

894) Arthur J. Cockfield, 의 (주873), 180면 각주 207.

895) Arthur J. Cockfield, 의 (주873),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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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고정사업장 과세제도의 안으로 제시된 어느 안도 여러 문제 이 

있고 이해 계가 서로 다른 수많은 국가들이 합의하기 어려우므로 실 되기는 

쉽지 않다. BEPS Action 1이 여러 안을 제시하 지만 그야말로 ‘제시’에 그치

고 실제 채택에 해서는 신 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에서도  제도들의 

실 이 쉽지 않음이 확인된다. 특히, 고정사업장 과세를 통해 원천지국 과세를 

확 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등 국내 소비세제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우리도 자  용역에 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보하고 있다),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제도를 변경하여 원천지국 과

세권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어든다.

2. 기존 고정사업장 요건 유지 주장

  고정사업장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론은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국가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매하는 것만으로 그 국가와

의 실질 인 연 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특히 자상거

래는 우편주문 거래 는 홈쇼핑 채 과 유사하므로 기존의 규정이 여 히 그 

동안의 변화를 히 다룰 수 있으므로 재의 조세규정과 조세 약의 내용만

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구체 인 근거들을 살펴본다.

가. 고정사업장 원칙은 개념 으로 타당함

  역사 으로 외국법인이나 그 리인들의 활동은 원천지국의 과세를 하여 외

국기업이 노동력이나 자산 등 일정한 물리  존재가 있을 것을 요구하 다. 그런

데  견해는 기업이 자상거래를 통하여 좀 더 높은 정도의 효율성을 얻는다

고 하여 이러한 요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896) 

  변화된 새로운 경제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매하기 해서는 자본, 노동, 그 밖의 다른 자산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

한 투입(input)과 생산(output)의 속성이 새로운 경제하에서 다소 다르더라도 본질

은 동일하다. 물리  존재와 활동은 기업의 노동력의 투입, 자산 투자  험 

인수에 의해 반 됨으로써 기업의 재화와 용역의 창출에 필요한 요소로 남아 있

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모델의 어떠한 것도 기업의 사업소득을 과세하기 하여 

896) Gary D. Sprague & Rachel Hersey, 앞의 (주626), 311-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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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고정사업장 요건의 정책  정당성을 변경하지 않는다.  견해는 근성

이 용이한 시장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핵심 인 소득 창출활동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즉, 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핵심 인 소득 창출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하여 과세하지 않아야 하고, 동일

한 원칙이 인터넷 기업에도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에 외국기업으

로부터 구매를 할 수 있는 고객이 있더라도 과세권을 설계함에 있어 정책  문

제로서는 큰 비 을 두어서는 안 되고, 어느 국가의 시장에 근하기 용이하여 

시장에서 활동한다고 하여 외국기업이 그 국가에서 가치를 창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견해는 부의 원천(origin of wealth)을 언 하며 인터넷 사업에서도 부의 원

천은 일련의 생산 인 활동(productive activities)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자상거

래에서 생산 인 활동은 기술 집약 인 연구 개발에 있고, 이러한 활동은 개인들

의 진취성, 기술, 기업가 인 노력을 요구한다고 언 한다. 자상거래 사업은 이

러한 개인들의 통제와 지시 하에서 운 되고 이들이 없이 기업의 물리  연결성

(서버와 같은)은 무익하고 비효율 이라고 한다. 

  한, 고정사업장 과세는 행정 인 실용성  편의성에 한 고려를 반 하고 

있는데 그 국가에 물리 인 연결성이 없는 납세자에게 세 을 부과 징수하기 어

려운 을 근거로 들고 있다.

나. 세수상실의 우려에 한 경제  증거가 없음

  세원잠식 근법(base-erosion approach)을 고정사업장 과세에 한 안으로 고

려하기 에 세원잠식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해야 하는데, 재까지

는 과세기반 잠식의 우려를 지지하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897) 원거리 매자가 

지배 인 자상거래 사업의 모델은 아니고 원거리에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물리  장소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도의 경제  

성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견해는 인터

넷의 발달로 기존의 이익이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이익이 체

가 커진다는  역시 근거로 하고 있다.898)   

897) Gary D. Sprague & Rachel Hersey, 앞의 (주626), 314-315면.

898) Gary D. Sprague & Rachel Hersey, 의 (주626), 316-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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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정사업장 규정은 변화된 경제 환경에 응할 수 있을 정도

로 견고하고 유연함

   견해는 모델조약 자체에 한 격한 변화가 없더라도 재 규정에 한 

지속 인 해석의 변화를 통해 국제조세의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하면

서, 모델조약 제5조는 새로운 사업 실과 신 이고 진화하는 기술에 응하기 

하여 조약 자체의 본질  요소에 한 변화 없이 오랫동안 다양한 약간의 조

정들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899)  견해는 OECD 주석의 변경과 추가는 일반

으로 그 변경이 이루어지기 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용됨을 제로(그 이

유로 주석은 존하는 규정  그 규정의 구체  상황에 한 용에 하여 

OECD 회원국가의 합의를 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OECD 주석의 변경

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사업형태에 하여 고정사업장 규정을 올바로 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900) 

라. 평가

  기존 고정사업장 제도 유지 주장의 근 에 있는 생각은 부를 창출하는 활동을 

수행한 곳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거주지국이므로 거주지국에서 세 을 많이 걷

어야 하고, 원천지국도 부의 증가로 경제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면서 세 을 더 걷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사업장 

제도의 근간은 해당 국가에서 사업소득 과세를 정당화 할 만큼 그 국가에 실질

 연결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처럼 부의 창

출에 기여하는 활동이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천지국에서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는다

면 원천지국 과세를 정당화하는 실질  연결성이 인정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익이 확 되는 것이 아니

며,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물리  시설 없이 자본수입국에 투자가 가능하여 자

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간의 이해상충이 생길 수밖에 없어 기존의 고정사업장 과

세개념에 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기존 고정사업장 유지 주장의 이론  근거들을 수용하기 어려우나 아래 

899) Gary D. Sprague & Rachel Hersey, 앞의 (주626), 319면.

900) Gary D. Sprague & Rachel Hersey, 의 (주626), 319-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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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 살펴보듯이 실 으로 기존 고정사업장 제도에 한 근본 인 변화가 

래되기는 어렵다. 

3. 고정사업장 련 조세정책

가. 논의의 필요성

  자상거래를 심으로 고정사업장의 여러 안이 논의되었지만 어느 것도 채

택하기 쉽지 않고, 고정사업장 제도를 그 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용하기 

어렵다. 고정사업장 제도에 근본 인 변화가 없더라도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

는 방향으로 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 되어야 하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

다. 출발 으로 국제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배분해야 하는지, 거주지국에 배분

해야 하는지에 한 이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는 

조세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지 않아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

다는 조세 립성의 이다. 둘째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어느 국가에서 과

세권이 있는 것이 담세력에 근거하여 세 을 부과하는 공평한 과세인지 여부이

다. 조세제도의 운 을 해서 납세자의 측가능성과 과세 청의 일 된 법집행

이 요하므로 확실성과 단순성도 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고정사업장은 

납세자가 세 부담 없이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한계기능을 수행한다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국제  과세권의 배분과 련한 조세이론

  고정사업장의 확  는 축소는 결국 원천지국 과세권 는 거주지국 과세권

의 확 라는 국제조세의 근본 문제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고정사업장과 련한 

국제조세정책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고정사업장과 련한 조세이론의 출발은 

조세 립성(자본수출, 자본수입의 립성)이다. 조세 립성에 하여 어떠한 입장

을 취하는가에 따라 조세정책 으로 어느 범 에서 고정사업장을 인정해야 할지 

달라진다. 1960년   Richard Musgrave와 Peggy Musgrave의 연구에서 최 로 자

본수출의 립성(capital-export neutrality)과 자본수입의 립성(capital-import 

neutrality)을 구분하 는데,901) “수출 립성은 투자자가 투자 소득을 외국에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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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국내에서 얻든 동일한 (국내  외국) 세 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고 수입 립성은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온 자본이 어느 국가의 자본시장에서 동

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함”을 의미한다.902) 수출 립성은 세계 과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수입 립성은 원천에 기 한 과세의 면제 시스템으로 연결된

다.903) 보통 문헌들은 자본수출의 립성을 보다 선호한다. 왜냐하면 자본수출의 

립성은 세계 투자의 효율 인 배분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반면, 자본수입

의 립성으로는 세계 투자의 효율 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고, 자본수입의 

립성은 덜 요한 목표인 축(saving)의 효율 인 분배를 해 필요하기 때문이

다.904) 수출 립성은 자국에 투자할지 외국에 투자할지에 있어 세 고려가 향

을 미치지 않아 자본의 공 이 국제 으로 가장 효율  방법으로 배분한다.905) 

만약, 자본수출의 립성이 보다 요한 목표라면 자본수출의 립성은 소득을 

어느 국가에서 얻었는지 무 하게 거주지국 세율로 모든 투자자를 과세하는 거

주지국 과세에 의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게 된다.906) 

  

다. 원천지국 과세와 거주지국 과세에 한 견해 립

   (1) 원천지국 과세의 이론  근거

    (가) 서론

901) Vogel, Klaus, Worldwide vs. source taxation of income- A review and re-evaluation of 

arguments (Part II), Intertax 310 (No. 10, 1988), 311면. Vogel은 하나의 논문을 Part I, 

II, III으로 나 어 발표하 다. Vogel, Klaus, “Worldwide vs. source taxation of income- A 

review and re-evaluation of arguments”, in three parts: Part I, Intertax 216 (No. 8/9, 

1988); Part II, Intertax 310 (No. 10, 1988), Part III, Intertax 393 (No. 11, 1988), 이하 약

칭하여 각각 “Vogel Part I”, “Vogel, Part II”, “Vogel, Part III”라고 한다.

902) Musgrave, Richard, Criteria for Foreign Tax Credit” in Taxation and Operations Abroad, 

Symposium (1960), Richman, Peggy Brewer( 재는 Peggy Musgrave), T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come: An Economic Analysis.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63), Richard 

Musgrave는 자본수출 립성이 우선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한 반면, Peggy Musgrave

는 자본수출 립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Vogel, Part II, 311면에서 재인

용.

903) Vogel, Part II, 311면.

904) McLure, Jr., Charles E., Substituting Consumption-Based Direct Taxation for Income 

Taxes as the International Norm, 45 National Tax Journal 145 (1992), 146-147면.

905) Peggy Musgrave 교수 주장임. Vogel, Part II, 311면.

906) Dale Pinto, 앞의 (주48),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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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지국 과세의 논리는 원천지국은 “소득 창출 활동의 장소(place of 

income-generating activity)”로서 소득의 창출에 경제 으로 기여한 것은 소득 생산

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아닌 원천지국이므로 원천지국이 그에 한 보상을 받아

야 한다는 것이다.907)  견해는 문제되는 자상거래에 하여도 OECD 모델조

약 제7조를 개정하여 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

다는 을 명시하거나 OECD 모델조약 제17조( 능인  체육인)와 같이 자상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원천지국에서만 과세한다는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908)  

    (나) 원천지국 과세에 한 근거

  배타 인 원천지국 과세에 해서는 Vogel에 의해 종합 으로 연구되었다. 그

는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equity) 양자의 에서 모두 원천지국의 배타  과

세를 지지한다고 주장하 다.909) 

     1) 조세 립성(Neutrality)

  경제학자들의 통 인 견해는 자본수출의 립성이 낫다고 보고 있다. 자본수

출국과 자본수입국 사이에 세율의 차이가 있는 이상 수출 립성과 수입 립성을 

모두 달성할 수 없는데 투자는 수익률에는 민감하지만 축은 상 으로 덜 민

감하기 때문이다.910) 이러한 통 인 견해에 한 반  견해가 존재한다. 를 

들어 Otto Gandenberger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자본수출의 립성에 반 하

다.911) 첫째는, 거주지국 세율이 원천지국 세율보다 높으면 세후 이익이 어져서 

기업의 원천지국에 한 새로운 투자를 한 자본조달기회를 감소시킨다. 세율 

국가에서 경쟁자들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상하여야 하고 이는 원천지국에 투

자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향을 미치므로 자본수출의 립성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한 국가에서 세 의 크기는 그 국가에서 제공되는 공공재

907) Dale Pinto, 앞의 (주48), 285면.

908) Dale Pinto, 의 (주48), 285면.

909) Vogel, Part III, 401면, 결론 부분.

910) 이창희, 앞의 책(주15), 34-35면.

911) Gandenberger, Otto, Kapitalexportneutralität versus Kapitalimportneutralität. Allokative 

Überlegungen zu einer Grundfrage der internationalen Besteuerung, 7 Aufsätzw zur 

Wirfschaftspolitik (Mainz:　 Forschungsinstitut für Wirtschaftspolitik, 1983) Vogel, Part II, 

31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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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goods)에 응하므로, 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는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보다 세율이 낮을 것이다. 이런 가정 하에 원천지국이 거주지국보

다 세율이 낮다면 기업이 거주국가 보다 세율 국가에서 은 공공재를 얻음에

도 거주지국의 높은 세율의 용을 받으므로 세율 국가에 투자를 결정함에 

향을 받을 것이다.912) 마지막으로 Gandenberger는 자본수출의 립성을 지지하는 

에서와 달리 거주지국 과세는 특히 많은 국가에서 과세이연(deferral) 되므로 자

본수출 립성이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913) Vogel은 Gandenberger

의 견해를 지지하 다.

  이에 더하여 Vogel은 경제  효율성을 고려함에 있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거주지국 과세에 의해 달성되는 자본수출의 립

성에서는 거주 국가는 거주자에 의한 투자가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지든 그 투자

가 이루어지는 외국에서 동일한 거래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914) 반면, 자본수입의 립성에서는 외국인들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거래비용

과 생산비용을 부담하고, 외국투자자에 하여 거주국가의 추가 인 부담이 없다

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경쟁은 공평하고 립 이라고 주장한다.915)  

     2) 경제  의존성 (economic allegiance) /응익설 (benefit theory)

  만약, 경제  의존성이 소득이 과세되어야 하는 곳을 결정한다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어느 곳이 우선 인 과세권한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연맹은 사업소득은 원천지국에서 주로 과세되어야 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소득( 를 들어 배당이나 이자)은 거주지국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916) 

이러한 경제  의존성을 근거로 원천지국 과세를 주장한 견해가 많다. 를 들어 

Georg von Schanz는 원천지국에 한 경제  의존성이 거주지국에 한 것보다 

912) 달리 애기하면 세율 국가에 투자하는 기업은 그 게 하기 한 리미엄을 지 해

야 한다. 기업은 거주지국에서 받은 공공재보다 은 공공재를 받음에도 여 히 거주

지국의 높은 세율의 상이 되기 때문이다. 

913) 자본수출의 립성이 효율을 달성하기 해서는 세계소득에 해 과세해야 하는데, 

일반 으로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바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으므로 과세가 이연되고, 

이런 과세이연이 폐기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정치 으로 불가능하다. Vogel, Part 

II, 313면. 

914) Vogel, Klaus, “Taxation of Cross-Border Income, Harmonization, and Tax Neutrality 

under European Law”, in Vogel, Klaus (ed). (1994) 26-27면, Dale Pinto, 앞의 (주48), 

287-288면에서 재인용.

915) Ibid.

916) Dale Pinto, 의 (주48),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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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므로 원천지국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 고,917) Herbert Dorn은 

원천지국이 과세 액을 결정하고 실제 과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실용 인 

측면이  주장의 요한 추가 인 요소라고 하면서 경제  연결성만큼이나 

요하다고 주장하 다.918) 한, Arthur Harding은 유사하게 경제  생산(economic 

production)은 단지 개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과의 교류(interaction) 

 원천지국의 기여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919)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원

천지국에서 특별한 활동이 없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재에도 그 로 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상거래 환경에서 과세

권 결정은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이 있는 장소를 기 으로 해야 한

다는 주장이 있다.920) 

  다음으로 세 은 모든 납세자들이 국가의 모든 서비스에 한 가로 지 되

는 것이고 국가는 제공되는 서비스(혜택)에 기 하여 과세권한을 주장할 수 있다

는 견해가 있다(응익설, benefit theory). Schanz에 의하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모

두 이를 기 로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원천지국의 과세권한이 거주지국보

다 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Vogel은 소득의 생산과 련된 혜택

(benefit)의 부분 혹은 부를 제공하고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원천지국이므로 배타 인 과세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정부에 

한 보상으로서 원천지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921) 그러나 오늘날 

자상거래에서는 원천지국이 소득의 생산과 련된 혜택의 부분 는 부를 

제공하는지 의문이다. 경제  에서 원천지국의 유일한 기여는 고객이 있다는 

것과 고객과 연락하기 한 통신 기반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원천지국 

과세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922) 이에 해 Skaar는 유형설비 

는 그 밖의 고정된 사업장소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도 여 히 소득의 

원천이 치한 공동체로부터 큰 이익을 얻고 있고, 오늘날 다른 국가에서 사업활

동의 수행, 활동기간, 거기서 발생한 이익은 그 자체로 요한 요소이고 국가로

부터 그러한 이익을 얻는 모든 기업은 그 사회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923) 한, 기업은 거래에 한 지 을 강제하고, 상표와 같은 지 재

917) Vogel, Part I, 219면.

918) Vogel, Part I, 220면.

919) Vogel, Part I, 221면.

920) Dale Pinto, 앞의 (주48), 288면.

921) Vogel, Part III, 398면.

922) Dale Pinto, 의 (주48), 288면.

923) Skaar, 5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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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을 유지하고, 안정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환경을 유지하기 하여 원천지국의 

법률시스템에 의존하므로 이로부터 그만큼의 혜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924)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한 비용 역시 원천지국 과세를 정당화할 수 있다.

     3) 공평에 한 고려

 

  다른 국가에 상품을 매하는 기업들은 경쟁자들과 원천지국에서 동일한 수

으로 과세되는 것이 (특히 원천지국의 세율이 거주지국보다 낮을 때) 보다 공평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925) 다른 국가의 시설(공공재)을 이용하는 외국기업들

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시설을 동일한 정도로 이용하는 다른 구보다 더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원천지국에서 자상거래에 한 과세를 지지한

다.926)

     4) 원천지국의 과세 의지

  소득세를 부과하는 어느 국가도 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가와 계없이 국내 

원천소득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927) 원천지국이 자신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지

는 지 에 해 세 을 징수할 우선 인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 에 

해 과세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실 으로 어렵다.928) 실제 실에서는 이러한 

원천지국의 과세의지가 가장 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  거주지국 과세의 이론  근거

    (가) 서론

  고정사업장 개념으로는 자상거래에 해 원천지국 과세를 하기 어려우므로 

배타 인 거주지국 과세를 채택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929) 이러한 

924) Dale Pinto, 앞의 (주48), 289면. 원천지국에서 제공되는 다른 혜택으로 포장 재료에 

한 쓰 기 처리 시설, 소비자 보호 법률, 운송수단이 돌아다닐 수 있는 인 라 등이 

있다. 

925) Dale Pinto, 의 (주48), 288면.

926) Ibid.

927) Vogel, Part I, 217면.

928) Dale Pinto, 의 (주48), 289면.

929) Dale Pinto, 의 (주48),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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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얼핏 임의 이고 거주지국에만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상거래가 납

세의무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930)    

  같은 맥락에서 오히려 새로운 통신기술과 자상거래의 성장으로 거주지국 과

세원칙이 더욱 요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는 ‘사이버공간에서 통 인 원천개념을 특정한 지리  장소가 있는 소득의 항

목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원천지국 과

세는 자상거래에 의해 그 합리성을 잃고 쓸모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반 로 모든 납세자는 어디에선가 거주자이다.’라는 논리로 자상거래에 해 

거주지국 과세가 한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931) 

  거주지국 과세를 주장하는 견해는 OECD 모델상의 선박 운송  항공 운송에 

한 규정932)을 자상거래에 용하자고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상거래는 이동성

이 있고 매우 자주 다른 할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을 근거로 한다.933) 여

러 국가 사이에서 이동하는 선박 운송  항공운송의 속성을 고려할 때, 운송에

서 발생한 이익은 원천지국 는 거주지국  하나에 귀속시킨다는 분명한 규정

이 없으면 여러 국가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934) 더구나 국제 인 선박 운송  

항공운송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여러 국가에 걸쳐서 운 되어 고정사업장 원칙으

로는 각각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산정하기가 어렵게 된다.935)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 OECD 모델조약 제8조는 선박  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이익은 기업의 실질 인 경 장소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고정사업장이 존

재하더라도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과세를 배제하고 있다.936) 선박  항공운

송과 마찬가지로 자상거래는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선박  항공운

송과 동일한 문제를 일으킨다.937) 

930) Dale Pinto, 앞의 (주48), 277-278면.

931) Office of Tax Polic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Selected Tax Policy Implication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6) 

932) OECD 모델조약 제8조 제1항은 “국제교통상 선박,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얻은 소득

은 그 기업의 실질  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여 원천지

국 과세를 배제하고 있다. 

933) Arthur J. Cockfield, 앞의 (주873), 175면.

934) Dale Pinto, 의 (주48), 279면.

935) Vogel, 549면.

936) Dale Pinto, 의 (주48), 279면.

937) Dale Pinto, 의 (주48),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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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주지국 과세에 한 근거

     1) 확실성과 단순성 

  거주지국 과세의 큰 장 은 확실성과 단순성이다. 거주자를 결정하는 것은 비

교  쉽고 명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938) 한, 자상거래에서 개인 

 회사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상거래에서 제시된 여러 과세 안의 기

보다 간명한 것으로, 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것은 자상거래에 따라 이동성이 

증가하고 소득 항목을 특정 할권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어

려워 질 것임을 지 한다.939) 

     2) 응능과세와 진세

  원천지국 과세는 원천과 계없이 포 으로 규정되고 결정되어 체 소득에 

의해 가장 잘 측정되는 응능과세원칙(the ability to pay principle)과 양립할 수 없

다는 주장이다.940) 원천지국 과세는 납세자의 세계 소득에 용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과세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941) 한, 원천지국에서 부과

하는 세 이 체 소득에 기 한 것이 아니므로 진세를 달성할 수 없다.942) 따

라서 응능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세계소득을 과세하는 거주지국 과세에서 잘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거주지국 과세의 분명한 장 이다. 납세의무자가 속한 나

라를 정한 후 세계에서 번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속인주의(屬人主義)는 세계 

어디에서 돈을 벌었던지 돈을 번 이상 모두 그 사람의 소득에 넣어 과세해야 공

평하다는 인민주의  공평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943)

     3) 효율과 자본수출의 립성

938) Avi-Yonah, Reuven 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ation: A Proposal for 

Simplification, 74 Texas Law Review 1301 (1996) 1311면.

939) Dale Pinto, 앞의 (주48), 280면.

940) Green, Robert A,. The Future of Source-Based Taxation of Income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79 Cornell Law Review 18 (1993) 29면, Dale Pinto, 의 (주48), 280면에

서 재인용.

941) Dale Pinto, 의 (주48), 280면.

942) Ibid.

943) 이창희, 앞의 책(주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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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한 바와 같이 어느 국가에서 소득을 얻었는지와 무 하게 거주지국 세율

로 과세함으로써 자본수출의 립성을 달성할 수 있다.944) 효율성의 측면에서 

Charles McLure는 모든 국가가 거주지국 과세를 도입하면 어느 국가에서 돈을 벌

든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므로 세계의 자본이 가장 효율 으로 배분될 것이

라고 주장한 바 있다.945) 반 로 원천지국 과세는 높은 세율 국가에 한 투자를 

해하고 세율 국가에 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경제  자원을 비효율 으로 

배분한다고 주장한다.946) 자본수출의 립성은 원천지국 과세에서도 외국납부세

액공제 제도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나 부분의 국가는 제한 으로 세액 공제

를 허용하기 때문에 자본수출의 립성은 외국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은 범 에

서만 달성된다.947)

 

라. 고정사업장 확  내지 유지 주장의 타당성 검토 

  (1) 조세 립성의 

   자본수입의 립성  자본수출의 립성  어느 것이 경제  효율성의 개

념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 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이 논문의 검토 범

를 넘어선다. 일반 으로 거주지국의 세계소득 과세가 세계경제의 효율이라는 

시각에서는 더 낫다고 인식되지만,948) 배타 인 원천지국 과세나 배타 인 거주

지국 과세를 실세계에서 채택할 수 없고 양자의 충인 고정사업장 제도를 유

지하는 이상, 고정사업장 제도를 일방의 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자본수입

의 립성(경쟁 립성)을 실 하기 해서는 국내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는 기업

들을 그 거주지국에 따라 세법상 차별하여서는 안되지만 고정사업장 제도는 비

거주자인 외국기업은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을 과세하

므로 자본수입의 립성에 반한다. 동시에 사업소득에 한 원천지국 과세를 보

장하는 고정사업장 제도는 자본수입국이 사업소득을 과세하므로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더 높을 때 자본수출의 립성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 세계소득 

과세가 ‘효율’이라는 에서는 더 나은 제도이지만 실을 지배하는 원리가 아

944) Ibid.

945) McLure, Jr., Charles E., US Tax Laws and Capital Flight from Latin America, 20 

University of Miami Inter-American Law Review 321 (1989) 325-326면.

946) McLure, Jr., Charles E., 앞의 (주944), 325-326면.

947) Dale Pinto, 앞의 (주48), 280면.

948) 이창희, 앞의 책(주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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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듯이 립 인 세제를 실의 고정사업장 제도에 용하기 쉽지 않다. 실세

계에서는 세계경제의 효율보다는 고정사업장을 완화하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로 얻는 효과와 고정사업장을 강화하여 인정하 을 때의 세수 증  효과를 고려

하여 정치 으로 결정된다. Vogel도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을 완화하면 다른 국가

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지 하 다.949)

  (2) 경제  의존성, 응익설의  

 

   경제  의존성 내지 응익설은 원천지국 과세를 지지한다. 사업소득은 원천지

국과의 교류, 원천지국 내 경제 인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므로 경제  의존성

은 원천지국이 크고, 따라서 경제  의존성 내지 응익설의 에서는 고정사업

장을 넓게 인정하여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에는 고정된 시설

이 있어야 원천지국에서 사업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재에는 기술의 발달로 웹

사이트를 통해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여기서 큰 돈을 벌고 있다면 

그 국가와의 경제  의존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정사업장을 유지하려는 

견해는 부의 기원이 기술집약 인 연구개발에 있다고 하나, 고정사업장 과세의 

근거는 그 국가에서 순소득을 과세할 만큼의 덩치가 된다는 이고, 그 국가에서 

경제  활동의 정도가 고정사업장 과세를 정당화하는 을 고려하면, 연구개발이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이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이 정

당화 될 수는 없다.

  (3) 공평의 /응능과세와 진세의 

 

  동일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동일하다면 종국 으로 동일한 

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 거주지국 과세는 동일 활동으로 동일

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기업이 어느 국가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

는 문제가 있다.

  반면, 수직  공평을 달성하는 응능과세와 진세는 거주지국 과세권의 강력한 

논거이지만, 실세계에서 거주지국 과세는 응능과세를 실 하지 못한다. 순수한 

거주지국 과세 체계가 도입되면 기업은 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기업을 조세피

난처(tax haven)와 같이 세율 는 세율이 0인 곳으로 옮기는 유인이 생기게 되

949) Vogel, 406면.



- 238 -

고, 결국 응능과세가 실 되지 못하는 결과가 래된다. 이 경우 자상거래로부

터 발생한 수익은 거주지국을 포함한 어느 곳에서도 과세되지 않고, 모회사에 배

당이 되는 단계에서야 과세가 될 것이나 모회사가 배당받지 않는다면 거주지국

에서도 과세될 수 없다. 반면, 사업소득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면 국가 내에서 

동일하게 번 소득에 해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공평에 부합한다.

  실제 조세 유인으로 본사를 세율 국가에 설립하는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950)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규정)를 용하더라도 CFC 규정의 효과 인 용은 거주지국 과세에 필요한 정

보를 얻는 것에 의존하는데, 로벌화 된 세계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쉽

지 않고, 실  문제로서 거주지국 과세의 조세행정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한, 많은 CFC 제도는 면제되는 활동 테스트(exempt activities test)951)를 포함하

고 있는데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큰 노력과 비용이 들었던 통

인 사업환경에 비해 오늘날의 환경에서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으므로 CFC 

용을 회피할 수 있다.952) 

  한, 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이동성이 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써 자본도피(capital flight)가 재보다 훨씬 증가할 것이다. 해운 활동의 

거주지국 과세에 한 업계의 응으로 부분의 이익은 조세피난처에 등록된 

선박에 의한 것임은 이를 단 으로 보여 다.953)954) 이 게 거주지국 과세는 거

주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 효율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도 

세 을 내지 않는 결과가 래되었고, 이런 문제 의식 하에 BEPS 로젝트가 진

행된 것이다.

  

950) 애  역시 세율 국가인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애 의 이익을 귀속시킴으

로써 미국 세 을 회피하는 략을 택하 다. 2013. 5. 28.자 Forbes 기사 How Does 

Appeal Avoid Taxes?

951) 특정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그 국가에서 리되고 지배되는 등 

물  시설을 갖추고 정상 인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은 용 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

미한다.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

952) Dale Pinto, 앞의 (주48), 283면.

953) Reuven S. Avi-Yonah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ation: A Proposal for 

Simplification 74 Tex Law Review 1301 (1996) 530면.  

954) 그 밖에 자상거래와 련하여 1997년 호주의 국세청은 60개의 경마사이트, 300개

의 카지노 사이트, 200개에 이르는 빙고/키노(Keno)/로  사이트가 주로 카리 해 지역

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Richardson, Colin L. and Peter B. White, Electronic 

Commerce and the Australian Taxation System: An Exploratory Study of Six Industries, in 

Australian Taxation Office, Electronic Commerce Project Team, Tax and the Internet- 

Volume 2 (1997) 18면, Dale Pinto, 의 (주48), 28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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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실성과 단순성의  

  거주지국 과세가 확실성과 단순성의 측면에서 큰 장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정사업장 과세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확실성과 단순성은 고정사업장 

제도의 운 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확실성과 단순성을 근거로 거주지국 과세 

확 (즉 고정사업장 개념의 축소)를 정당화 하지는 못한다. 를 들어 고정사업장 

제도에서 불안정하거나 여러 견해의 립이 있는 요건들은 명확한 기 을 마련

함으로써 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를 들어 항속성 요건의 확실성과 단순

성을 해서는 어떤 사업형태든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이상이면 항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정하면 될 일이다.

 

  (5) 원천지국의 과세의지

  원천지국의 과세의지는 고정사업장 과세를 확 시킨다. 실  기업이 돈을 벌

어가는 것은 원천지국임에도 과세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원천지국의 입장에서

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실제 원천지국은 이러한 과세권을 실 할 힘이 

있고,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해서는 원천지국의 과세권 행사를 수용

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얼마  자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해 부

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 는데,955) 원천지국이 국내 원천소득에 한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특히, 거주지국 과세 시스템으

로의 이동은 언제나 자  방식의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국가에게 유리하고, 

거주지국 과세시스템은 재의 세수의 분배에 큰 향을 미쳐, 미국 등 선진국으

로 세수가 이동할 것이고 일반 으로 이는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므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다.956) 더구나 순수한 거주지국 과세체

계는 국제 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자상거래 사업이익에 한 과세가 

직면하는 추가 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957)   

  결국, 조세회피 략에 한 효율 인 응의 필요성, 막 한 수익을 얻는 거

 기업에 한 과세권의 상실 우려, 과세권을 실 하고자 하는 원천지국 정부의 

의지 등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권은 확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955)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자  용역을 공 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 과 사업자

등록 등에 한 특례)

956) Arthur J. Cockfield, 앞의 (주873), 172면. 

95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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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결

  통 으로 문헌들은 자본수출의 립성을 선호하 으나 이에 반 하여 원천

지국 과세권을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고,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를 분석하

는 것은 이 논문의 범 를 넘는다. 일반 으로는 세계소득 과세가 세계경제의 

효율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정사업장 제도는 자본수입의 립성과 자본수

출의 립성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 없고, 실세계에서는 투자유치로 얻는 이익

과 세수 확 로 얻는 이익을 비교하여 정치경제학 으로 결정된다. 

 경제  의존성/응익설의 , 공평의 에서는 고정사업장 개념 확 가 바람

직하다. 한, 고정사업장 과세를 좁게 인정한다고 하여 응능과세나 확실성과 단

순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런 이론  논의를 넘어서서 실세계에서 

원천지국에서 복지재원 확보를 한 과세의지는 고정사업장 확 의 강력한 근거

가 된다. 

  결국,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고정

사업장 확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변화의 폭인데 고정사

업장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사업장소’의 존재(물

리  고정사업장의 경우) 는 ‘계약체결권  종속성’( 리인 고정사업장의 경

우)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제도가 이런 요건을 폐기하거나 폭 변경

함으로써 근본 인 변화를 맞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래 4.에서 상술한다.

4. 고정사업장 요건의 재와 앞으로의 망

   

가. 고정사업장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 와 재의 모습

   (1) 고정사업장 요건에 한 역사 인 변천 과정

  고정사업장 인정요건에 하여 오래 부터 재까지의 논의를 보면 거주지국 

과세권이 확 되어 재의 고정사업장 규정이 형성되었고, 그 후 해석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원천지국 과세권이 확 된 경향이 확인된다.

 

   (가) 1963년 OECD 모델의 도입: 거주지국 과세권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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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반에는 고정된 시설 없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고

정사업장 개념은 원천지국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었고, 국제연맹 모델 등 기의 

고정사업장 개념은 재에 비해 원천지국에 유리한 것이었다. 행 제도와 큰 차

이가 없는 OECD 모델이 1963년 도입되었는데, 과거 조세조약과 비교할 때 거주

지국에 유리한 것이었다. 1927년 국제연맹에서 조세조약 안에서는 계회사나 

창고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등 재보다 넓은 개념이었으며, 비 ·보조  

활동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이  국제

연맹의 모델조약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종속 리인 규정도 1920년  말까

지 체결된 부분의 이 과세방지 정은 종속 리인과 독립 리인을 엄격히 구

분하지 않았으며, 기 국제연맹에서는 계약체결권을 요구하지 않았고 매 리

(distributor)도 리인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등 그 범 가 넓었다. 그러나 

몇몇 유럽 선진국들을 심으로 논의된 1958년 OEEC 보고서를 거쳐 1963년 

OECD 모델에서는 리인이 본인을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요구하는 것

으로 범 를 좁힘으로써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 다.

  (나) 1963년 OECD 모델 도입 이후: 원천지국 과세권의 일부 확   제한

  1963년 OECD 모델 도입 이후 주로 주석의 변경을 통해 원천지국 과세권이 일

부 확 되었다. 를 들어 1977년 OECD 모델조약의 개정에서 고정된 사업장소

‘에서(in)’를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서(through)’로 수정하 고,  개정으로 ‘장

소’가 아닌 ‘장치’나 ‘설비’가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하수 인의 사

업장소에 하도 인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에 한 OECD의 논의에서 확인

되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고 

있고, 1977년 OECD 주석은 건설 고정사업장에서 기획과 감리가 시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만 건설활동에 포함된다고 설명하 으나 재의 주석에서는 기

획과 감리 자체에 해서도 고정사업장 인정의 길을 열어놓았다. 특히, 지리  

연결성 확 를 해 2002년 OECD 보고서에서 상업 , 지리  연 성(commercial, 

geographical coherence)이 있다면 단일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으로써 여러 

장소를 하나로 보는 총 근법을 채택하여 고정성 요건이 유연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리인 고정사업장의 종속성에 해 1958년 OEEC 보고서에서는 법  종속성

과 경제  종속성 모두를 요구하 으나 재의 OECD 모델 주석에서는 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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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과 경제  종속성  하나만 충족하면 종속성을 인정함으로써 종속 리인의 

인정 범 를 넓혔다. 나아가 리인 고정사업장에서 원천지국 과세권 확 를 

해서 실제 계약체결권을 요구하지 않는 결들이 발견되었고 자회사에 한 고

정사업장을 인정하려는 시도들도 확인된다.

  반면, 1963년 OECD 조세조약 이후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

석을 개정한 것도 있다. 를 들어 1977년 OECD 주석에서 도입된 사용권 요건

은 고정사업장 인정을 제한하 고 그 요건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 이 지 되지

만 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고정사업장 요건의 유지

 

   어떠한 물리  존재가 없어도 다른 국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

상거래의 발 은 통 인 고정사업장 제도에 한 한 도 이었으나, OECD

의 결론은 기본 으로 고정사업장 제도의 상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고정된 사

업장소를 요구하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여 서버라는 물리  시설이 있는지에 따

라 고정사업장을 결정하 다. 여러 국가의 법원이나 과세당국도 동일한 입장이

고,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매한다는 이유로 해당 웹사

이트를 고정된 사업장소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자

상거래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요건이 유지된 것은 기존

의 고정사업장 제도가 새로운 사업형태에도 유연하게 용될 수 있는 이론 으

로 우수한 제도임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근본 으로는 자상거

래에 한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충돌 과정에서 고정사업장 제

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제도의 견고함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최근 BEPS의 논의: 근본 인 변화의 부존재

 

  최근 발표된 BEPS Action 7 최종보고서는 OECD 모델조약은 리인에게 계약

체결권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을 한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면 리인 고정사업

장을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고정사업장의 범 를 확 하는 등 고정사업장 인

정범 를 확 하 다. 이러한 BEPS의 논의가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요

한 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하는 고정사업장 제도의 근본

인 변화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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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결

  거주지국 과세권 확 의 통합으로 평가할 수 있는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 이후 원천지국 과세권이 진 으로 확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재 통 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원천지국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

고, 특히 요한 활동을 리인이 하더라도 계약체결은 본사가 직  진행하는 것

이 용이해진 실 인 상황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

속되고 있다. BEPS Action 7에서는 이런 실을 반 하여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종속 리인은 인정할 것을 제안하 다. 결국, 고정사업장 제도는 진 으로 원

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자상거래에 해서는 

고정사업장의 기존 요건은 계속 유지되었고 BEPS 논의에서도 일부 요건을 완화

하는 것이어서 고정사업장 요건에 한 근본 인 변화는 없었다. 

   (2)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에 한 완화

  재의 고정사업장 모습은 서로 다른 이해 계와 통을 가진 여러 국가들 간

의 충돌과 타 을 통해 형성되었다. 1963년 OECD 조세조약이 거주지국에 유리

하게 형성된 이후 실질 인 규정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기 해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고 여러 쟁 에

서 긴장 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정된 사업장소 요건에서 문제되는 지 은 

①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어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경우, 를 들어 리인 고

정사업장을 얼마나 넓게 인정할지,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채택할 것인지, ② 지리

 연결성 요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지, ③ 지속성 요건을 어느 정도 완

화할 수 있는지, ④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업활동을 어느 범 에서 인정할 

것인지 등이다.

    (가) 자신의 사업장소를 요하지 않는 고정사업장 인정 범

 

  오늘날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롭고 서비스 주의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 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 고정된 사업장소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정성 요건이 엄격

하게 용될 필요가 없다는 문제의식은 서비스 고정사업장의 도입 주장으로 이

어졌다. 그러나 OECD 모델조약에서는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은 채택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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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OECD 주석에만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서비스 고정사업장은 사용권 요건과 

한 계가 있다. 사용권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사업장

이 고정된 사용장소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장소에 한 사용권 요건에 

하여 논의와 사례가 많다. 서비스 주의 경제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상당 부

분 확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류 인 선례나 견해들은 사용권 요건을 엄

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서비스 사업에 한 고정사업장 인정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신의 사업장소가 없더라도 계열사의 사업장소를 통해 고정사업장

을 인정하는 것도 고정성 요건을 완화하는 이다. 1928년 국제연맹 모델에서 이

미 계열회사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등 계열회사를 사업장소로 보지 않는 

것은 오래된 통이지만, 자회사의 활동을 모회사를 한 활동으로 보아 고정사

업장을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고, 이탈리아의 필립모리스 사건이나 인도의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이 자회사의 기능을 모회사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일부 있다. 이러한 과세는 행 조세조약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OECD 주

석을 비롯한 주류 인 견해이다. 

    (나) 지리  연결성 요건의 완화

  OECD 주석, 각국의 선례를 통해 확인되는 지리  연결성 요건의 재의 모습

은, 사업장소가 특정 지리  치에 존재할 것을 요구하므로 계속하여 이동하면

서 사업을 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계나 설비 등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소로 인정되지만 그것이 고정

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일부 조세

조약처럼 장비나 천연자원 탐사를 한 선박을 고정사업장으로 의제하거나 랑

스 결에서 크루즈 선박에 고정성을 인정하는 등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려

는 시도들이 발견된다. 나아가 해석상 여러 문제가 있지만 여러 사업장소라도 상

업 , 지리  연 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소로 으로써 지리  연결성 요건

이 완화되었고, 이는 단일 계약을 통해 여러 장소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설 고정사업장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다) 항속성 요건의 완화

  통 인 고정사업장은 특정 장소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는 모습이었으

나 재에는 상품, 노동,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져 외국기업이 단기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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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국가와의 실질 인 연결성을 갖고 사업활동을 할 수 있기에, 갈수록 

단기간만 머무르더라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함으로써 고정사업장 인정을 확 하는 

경향이 있다. 고정사업장은 과세를 정당화할 만한 그 국가와의 연결성을 어느 정

도 지속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기 으로 단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의 속성에 

따라서는 이러한 항속성 요건을 완화하여 용한다. OECD 주석은 동기나 사업

의 속성을 근거로 기간 요건을 완화하는데 를 들어 기업활동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기 청산된 경우에 항속성 요건을 인정하고, 사업의 속성상 단기만 수행

해야 한다거나 그 국가에서 배타 으로 수행되는 사업활동인 경우 단기간 사업

이라도 그 국가와의 경제  연결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항속성 요건을 인정하

다. OECD는 짧은 기간이라도 반복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고 있고, 그 국

가에서만 배타 으로 수행되는 사업활동이라면 단기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고

정사업을 인정하고 있다. 

   (라)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사업활동 범

  고정사업장 과세에서 가장 요한 쟁   하나는 원천지국 과세를 정당화할 

정도의 핵심  사업활동과 그 지 않은 비 ·보조  사업활동을 어떻게 구분하

는지의 문제이다. 국제연맹에서 제시된 모델이나 당시 체결된 조세조약에서는 

비 ·보조  활동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1958년 OEEC 보고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거주지국 과세권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63년 OECD 모

델조세조약에 채택되어 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 복잡다기한 사업의 내용

에서 어디까지가 핵심 인 사업 활동임을 단하기 쉽지 않으며, 실제 과세사례

에서도 비 ·보조  사업활동인지 여부가 핵심 쟁 이 된 사례가 많다.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

할만한 핵심  사업활동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이 각국의 법원에 의해 채택되

어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하는 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BEPS 논의에서

는 비 ·보조  활동의 인정 범 를 임으로써 고정사업장을 확 하려고 하고 

있고, 원천지국 과세권을 강화하기 하여 핵심  활동을 넓게 보려는 각국 과세

당국의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마) 소결

  지리  연결성이나 기간의 지속성과 련하여서는 상당 부분 그 요건이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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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속성상 단기의 사업이거나, 지속성을 가진 의도는 

있었으나 실제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만큼 단기간의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큰 이

익을 얻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으므로 실무 으로 의미 있는 진 으로 볼 수 있

을지 의문이다. 고정사업장의 인정을 상당히 확 하고 인정요건에 한 실질 인 

변화를 래할 수 있는 요 쟁 은 ① 리인 고정사업장의 확 , ② 서비스 고

정사업장의 도입, ③ 사용권 요건의 완화, ④ 비  는 보조  활동의 축소 

등인데 이에 해 OECD가 변화를 주 하는 반면, 지리  연결성이나 지속성 요

건에서는 비교  폭넓게 보아 고정사업장 인정요건을 완화한 것은 이로 인한 거

주지국에서 세수상실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배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게 

주요 쟁 에 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한한 OECD의 입장은 기본 으로 거주지

국의 이해 계가 많이 반 되어 있는데, 원천지국 과세당국은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하여 과세를 시도하지만 각국의 여러 법원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과세를 제한하 다. 를 들어 탁매매인(커미셔 )는 

실질 으로 본인의 종속 리인과 동일하다고 여겨졌고, 이에 여러 국가에서 과세

청의 주요 과세 상이어서 여러 국가에서 소송에서 문제되었으나 과세 청의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우리의 법원도 고정사업장 인정을 해 사용권을 엄격

하게 요구하고 있고, 비 ·보조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여 고정사업장 과세를 

제한하 다.

  결국, 고정사업장 요건에 한 재의 모습에서 지리  연결성이나 지속성 요

건의 완화를 통해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 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물리  고정사

업장에서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하지 않거나, 종속 리인에서 계약체결권을 요

구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근본 인 변화는 주 하고 있다.

   (3) 국가별 이해 계에 따른 황  망

  모델조약의 변천과정에서 본 고정사업장 요건의 모습은 설명하 지만, 실제  

모델조약이 반 되는 것은 각 국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 간 이해 계

에 따라 고정사업장 요건이 어떻게 반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세조

약상 고정사업장 요건의 완화 정도는 주로 UN 모델조약에서 채택한 규정들을 

포함하여 지리  연결성이나 지속성 요건을 얼마나 완화하고 있는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고, 그 기 으로는 ①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 ② 재고보유 리인 

규정, ③ 계약체결권이 없어도 보험 을 수령하거나 험을 부보하는 보험 리인

을 리인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규정, ⑤ 건설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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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서비스

고정사업장(

는

인 용역959))

재고보유

리인

보험

리인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 천연자원탐사

등
일반 감리

가 12개월 12개월

그리스
183일960)

(고정사업장)
○ 9개월 9개월

천연자원탐사를

한 장비사용

90일 이상의 천

연자원탐사, 추

출,채취

남아 리카공

화국

183일

(인 용역)
12개월

네덜란드
183일

(인 용역)
6개월 6개월

네팔
183일

(인 용역)
○ 183일 183일

노르웨이 6개월

뉴질랜드 12개월 12개월

12개월 과하는

천연자원 탐사,

개발활동

덴마크
183일

(인 용역)
6개월 6개월

6개월 과하는

자연자원탐사 장

치

독일
183일

(인 용역)
12개월 12개월

라오스 12개월

라트비아
183일

(인 용역)
9개월 9개월

러시아 12개월
12월 이상의 천

연자원탐사

루마니아 12개월 12개월

룩셈부르크
183일

(인 용역)
12개월 6개월

리투아니아 183일 9개월 9개월

 공사감리만으로 건설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규정, ⑥ 천연자원탐사를 한 

장비, 선박 등 사용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들 수 있다. 재까지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958)

958) 2016. 7. 20. 재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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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서비스

고정사업장(

는

인 용역959))

재고보유

리인

보험

리인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 천연자원탐사

등
일반 감리

(인 용역)

말 이시아

183일 는 3

천불 과(인

용역)

12개월 6개월

자연자원 탐사를

하여 사용하는

설비나 구조물

멕시코
183일

(인 용역)
○ 6개월 6개월

모로코 ○ 8개월

몰타
183일

(인 용역)
9개월 9개월

실질 장비를 9

개월을 과하여

사용

몽골 12개월

미국

183일 는 미

화 3천불 과

(인 용역)

○ 6개월

미얀마

6개월

(고정사업장)

183일(인 용

역)

○ 6개월

바 인 12개월

방 라데시
120일

(인 용역)
○ 183일

베네수엘라

6개월

(고정사업장)

183일

(인 용역)

○ 9개월 9개월

베트남 6개월

벨기에
183일

(인 용역)
○ 6개월 6개월

벨라루스 12개월

불가리아 9개월

라질 6개월

사우디아라비

아

183일

(고정사업장,

인 용역)

○ 6개월 6개월

스리랑카

183일

(고정사업장,

인 용역)

183일

천연자원탐사

는 개발에 사용

되는 설비,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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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서비스

고정사업장(

는

인 용역959))

재고보유

리인

보험

리인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 천연자원탐사

등
일반 감리

장비 선박 포함

스웨덴 6개월

스 스
183일

(인 용역)
6개월 6개월

스페인 12개월

슬로바키아 9개월

슬로베니아 12개월 12개월

싱가포르
183일

(인 용역)
○ 6개월 6개월

아랍에미 이

트

18개월

(고정사업장)
○ ○ 18개월 18개월

아이슬란드 12개월

아일랜드 12개월 12개월

천연자원탐사 개

발 한 설비,구

조품

183일 과하는

천연자원 탐사개

발

아제르바이잔

6개월

(고정사업장)

183일

(인 용역)

○ 12개월 12개월

알바니아

6개월

(고정사업장)

183일

(인 용역)

○ 9개월 9개월

알제리
183일

(인 용역)
6개월

에스토니아
183일

(인 용역)
9개월 9개월

에콰도르
183일

(인 용역)
○ 9개월 9개월

국 ○ 12개월 12개월

오만 9개월 9개월

오스트리아
183일

(인 용역)
12개월

요르단 183일 12개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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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서비스

고정사업장(

는

인 용역959))

재고보유

리인

보험

리인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 천연자원탐사

등
일반 감리

(고정사업장,

인 용역)

우루과이
6개월

(고정사업장)
9개월

우즈베키스탄
183일

(인 용역)
○ 12개월

우크라이나 ○ 12개월

이란 12개월 12개월

이스라엘 12개월 12개월

이집트
183일

(인 용역)
9개월

이탈리아
183일

(인 용역)
12개월

인도 9개월 9개월

인도네시아

3개월

(고정사업장)

90일

(인 용역)

○ ○ 6개월 6개월

일본
183일

(인 용역)
6개월 6개월

국

6개월

(고정사업장)

183일

(인 용역)

6개월 6개월

체코 9개월

칠
183일

(고정사업장)
6개월 6개월

카자흐스탄 12개월 12개월

12개월 이상의

천연자원 탐사를

한 설비,선박

사용

카타르 ○ 6개월

캐나다
183일

(인 용역)
6개월 6개월

콜롬비아 ○ 6개월 6개월

쿠웨이트
6개월

(고정사업장)
○ 6개월 6개월

크로아티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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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서비스

고정사업장(

는

인 용역959))

재고보유

리인

보험

리인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 천연자원탐사

등
일반 감리

키르기즈
12개월

(고정사업장)
12개월

태국

6개월

(고정사업장)

183일 는 1

천2천불 과

(인 용역)

○ 6개월 6개월

터키
183일

(인 용역)
○ 6개월 6개월

튀니지 ○ 6개월 6개월

나마
120일

(고정사업장)
270일

270일 과하는

천연자원 탐사,

개발활동에서 설

치물, 선박 등

요상비 사용

키스탄
183일

(인 용역)
○ ○ 6개월

푸아뉴기니

6개월 는 1

만달러 과

(인 용역)

183일 6개월

경작, 목축활동

을 수행하는 장

소

천연자원개발에

이용되는 설비,

구조물

183일 이상의 천

연자원 탐사,개

발을 한 실질

장비의 사용

페루

183일

(고정사업장,

인 용역)

○ 6개월 6개월

포르투갈

183일

(고정사업장,

인 용역)

6개월

폴란드 12개월

랑스
183일

(인 용역)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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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서비스

고정사업장(

는

인 용역959))

재고보유

리인

보험

리인

건설 고정사업장

기간 천연자원탐사

등
일반 감리

피지
183일

(인 용역)
9개월 9개월

핀란드 6개월

필리핀 183일 ○ 6개월 6개월
6개월 이상의 천

연자원 탐사

헝가리 12개월

호주 6개월 6개월

12개월 과하는

자연자원탐사를

한 주요장비

사용

  

(가) 선진국과 선진국 간의 조세조약

 

  OECD를 심으로 한 선진국가들 간에는 기본 으로 OECD 모델이 채택되므

로 서비스 고정사업장, 재고보유 리인 등 원천지국 과세권의 인정에 소극 이

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OECD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서비

스 고정사업장, 보험 리인, 재고보유 리인 등 원천지국에 유리한 규정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다만 독립  인 용역 소득에 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정한 조

약은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자본수출국의 입장과 자본수입국의 입장은 상

인 것이어서 선진국 간 조세조약에서도 각국의 이해 계에 따라 UN 모델상 규

정들이 발견된다. 표 으로 Dudney 결에 따라 캐나다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캐나다에서 서비스 제공에 해 과세하기 어렵게 되자, 조세조약을 개정하여 미

국과 캐나다간 조세조약상의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도입한 를 들 수 있다. 호주

가 천연자원 개발에 해 과세하기 해 설비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등 각국은 천연자원에 해서는 과세권을 원천지국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이 그리스, 뉴질랜드, 덴마크, 아일랜드, 호주, 러시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

에도 천연자원 탐사, 채굴에 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보하기 한 조항이 포함

되어 있다. 조세조약 자체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규정을 포함한 것은 

아니지만 랑스의 Zimmer 사건( 국 기업에 한 랑스 정부의 과세), 이탈리

959) UN 모델조약 제14조 제1항 (b)와 같이 독립된 인 용역 제공시 고정시설이 없더라도 

12개월  183일을 과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과세권을 갖는 경우이다.

960) 어느 12개월  183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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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필립모리스 사건(독일 기업에 한 이탈리아 정부의 과세), 캐나다의 

Dudney 사건(미국 거주자에 한 캐나다 정부의 과세), 미국의 Taisei 사건(일본 

기업에 한 미국 정부의 과세) 등 선진국 과세당국이 극 인 법 해석을 통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시도가 있다.

  (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제도는 원천지국 과세권의 한계기능을 수행하므로 자본수입이 많

은 개발도상국은 고정사업장의 기 을 낮추어 자국에서 과세권을 확 하려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조약 체결시 원천지국에 유리한 UN 모델조약

을 선호하여 실제 UN 모델을 기 로 조약이 체결되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조세

조약에서도 서비스 고정사업장, 보험 리인, 단기간의 건설 고정사업장 등 원천

지국에 유리한 조항들은 주로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역시 일률 인 것은 아니어서 를 들어 한국이 라오스와 같은 후진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OECD 모델을 기 로 하고 있다.

  (다) 개발도상국간 조세조약

 

  개발도상국간의 조세조약은 UN 모델조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들

어961) 인도가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건설 고정사업장이 6개월이면 인정되

고,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962) 인도와 인도네시아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6개월의 건설 고정사업장 인정, 서비스고정사업장, 재고보유 리인, 

보험 리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963) 인도와 말 이시아 간 조세조약에도 서

비스 고정사업장, 재고보유 리인, 보험 리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964) 태국의 

조세조약을 살펴보면, 태국이 필리핀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서비스 고정사업장, 

건설 고정사업장의 6개월 인정, 재고보유 리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965) 태국이 

미얀마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서비스 고정사업장, 6개월의 건설사업장 인정, 재

고보유 리인, 보험 리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966) 태국이 라오스와 체결한 

961)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아시아 국가들  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세조약 문

본이 확인되는 인도, 태국, 베트남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분석하 다.

962) 1994년 인도- 국 간 조세조약 제5조 제2항 (j), (k)

963) 1987년 인도-인도네시아 간 조세조약 제5조 제2항 (g), 제4항(b), 제5항 제6항

964) 2012년 인도-말 이시아 간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b), 제5항 (b), 제6항

965) 1990년 태국-스리랑카 간 조세조약 제5조 제2항 (g),(k), 제4항 (b)



- 254 -

조세조약에도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포함되고 건설 고정사업장이 6개월이면 인정

된다.967) 태국과 미얀마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보험 리인, 재고보유 리인이 포

함되고 건설 고정사업장이 6개월이면 인정되는 등 UN 모델에 가깝다.968) 베트남

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살펴보더라도 베트남과 필리핀간 조세조약에는 건설 고정

사업장이 3개월이면 인정되고, 서비스 고정사업장, 재고보유 리인, 보험 리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969) 베트남과 몽고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도 6개월의 건설 

고정사업장, 서비스 고정사업장, 제고유지 리인, 보험 리인 조항을 두고 있

다.970) 이 역시 일률 인 것은 아니어서 태국과 방 라데시간 조세조약은 형

인 OECD 모델을 택하고 있어 서비스고정사업장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971)

나. 고정사업장 제도 유지에 한 망

  조약 자체의 개정이든 주석의 개정이든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이 발표된 

이후 재까지 고정사업장 제도가 원천지국 과세권이 확 되는 방향으로 개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천지국 과세권의 확  경향에 비추어 고정사업장 요건

에도 근본 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본 논문의 연구 결과 가까운 미래에 

고정사업장 제도가 근본 으로 변화하기는 어렵고 고정사업장 제도  그 기본 

개념들이 가까운 미래에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 고정사업장 역사를 통한 경험 

   (가)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조약 도입의 실패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 하는 형태의 여러 모델은 채택되지 않았다. 를 들

어 자본수입국의 이해 계를 반 하여 1943년 작성된 멕시코 모델이나 1971년 

작성된 안데스 모델은 국제 인 지지를 얻지 못하 고 이는 세계 자본의 심 

국가들이 외국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한 세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근

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에서 거주지국에 유리한 고

966) 1988년 태국-네팔 간 조세조야 제5조 제2항 (i), (j), 제4항 (b), 제5항

967) 1997년 태국-라오스 간 조세조약 제5조 제2항 (i), (j)

968) 2011년 태국-미얀마 간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b), 제5항

969) 2011년 베트남-필리핀 간 조세조약 제5조 제2항 (h), (i) 제4항 (b), 제5항

970) 2005년 베트남-몽고 간 조세조약 제5조 제2항 (a), (b), 제5항 (b), 제6항 

971) 1998년 태국-방 라데시간 조세조약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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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업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원천지국 과세를 지지하 고, 

UN에서 1980년 모델조약과 주석을 발간하 지만 부분 인 쟁 별로 원천지국 

과세에 유리한 것이었을 뿐, 원천지국 과세를 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

함으로써 OECD 모델조약과 근본 인 차이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 세계에서 

다수의 조세조약은 OECD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런 을 보더라도 고정

된 사업장소를 요구하지 않고 원천지국 과세권을 폭 확 하는 멕시코 모델 형

태의 조세조약은 오늘날에도 자본수출국들의 항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이다. 

   (나) OECD 모델조약의 오랜 시간의 유지  OECD 주석의 경미한 변경

  1963년 OECD 모델에서 고정사업장 조항이 재와 유사한 형태로 채택된 이후 

조세조약은 거의 변경되지 않았다. 1963년 OECD 모델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3

항은 그 이후 변경되지 않았고, 1977년 OECD 모델 개정시 건설 고정사업장 

시에서 (g)호를 별개의 조항으로 보낸 것이고 ‘조립(assembly project)’을 ‘설치

(installation project)’로 바꾼 것도 큰 의미는 없다. OECD 주석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 지만 주석의 개정에서도 오히려 고정사업장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하 다.972) 이 게 고정사업장에 한 

조세조약이 오랜 기간 변경되지 않았고, 주석을 통해 일부 원천지국 과세권이 확

된 역사에서도 고정사업장 제도의 근본 인 변화가 래되기 어렵다는 이 

확인된다.  

 

   (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도입이나 해석의 불채택

  구체  쟁 을 살펴보더라도 OECD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완화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데 주 하 고 실제 조약에 고정사업장을 유연하게 인정하는 

조항은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① 1963년 OECD 주석 안 작성시에는 이동하며 사업을 하는 행상인에 한 

특별한 조항을 포함시켜야 되는지에 하여 상당한 고려가 이루어졌으나 거주지

972) 를 들어 2005년 OECD 주석 개정 시에는 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리인 고정

사업장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고(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33) 기업이 다른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의 장소

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 다(OECD 모델조약 제5조 주

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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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과세를 채택하 고 재까지도 이동하며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다.

 ② 천연자원 탐사와 같이 특정한 장소가 존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OECD는 별

도의 조항을 두는데 인색하여, OECD 주석은 활동이 특정기간을 넘으면 고정사

업장을 인정하는 등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방안을 제시하 지만 실제 OECD 

모델 조약에 반 되지 않았다. 

 ③ 건설 고정사업장 련하여 UN 모델조약은 설치와 조립에 얼마의 기간이 걸

리는지 무 하게 만약 활동에 한 가가 설치 는 조립된 기계나 설비의 가

치의 10%를 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제안하

지만,  조항이 반 된 조약을 찾기 어렵고, OECD는 가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면 비정기 이거나 일시 인 활동에 해서도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될 우

려가 있어 이러한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④ 서비스 주의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의 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도입함에 있어, 자본수출 국가들이 강하게 반 하여 

OECD 모델조약 자체가 아닌 주석에 서비스 고정사업장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

다.

  ⑤ 자상거래의 도입 등 경제 환경의 근본 인 변화 속에서도 OECD는 자

상거래가 통 인 거래에서와 동일한 과세원칙이 용되어야 함을 제로 분석

하 고, 서버라는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할 때 고정사업장을 인정함으로써 고정

성을 요구하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 다.

  ⑥ 이탈리아 법원이 필립모리스 사건에서 계열사가 그 국가에서 요한 활

동을 수행하면 본사의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는 법리를 채택하자 OECD 차

원에서  결에 응하기 해서 명시 으로 반 의사를 표시하 고,  결

의 법리가 잘못되었음을 OECD 주석에 명시함으로써 결의 법리가 더 이상 확

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 다. 이탈리아 법원도 그 후 e-Fund 사건에서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OECD 국가 법원과 마찬가

지로 고정사업장을 조약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단하 다. 

  ⑦ BEPS에서 고정사업장의 개념들을 재정의하기 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었

으나, 결국 종속 리인의 일부 확 , 비 ·보조  활동의 축소, 인 인 쪼개

기 거래를 통한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등을 도입하는 데 그쳤고, 고정된 사업장

소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요한 활동을 수행하면 

종속 리인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고정사업장 요건을 근본 으로 변경하는 내

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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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고정사업장 요건을 흔드는 유의미한 도 들이 계속 되었음에도 고정사

업장 요건이 상당한 변경 없이 유지된 역사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앞으로도 상

당기간 OECD 차원에서 고정사업장 요건을 폭 완화하는 조약 개정이 실 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2) 순소득 과세를 한 안  과세제도의 부재

   그 동안 고정사업장의 안으로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집행시 문제 , 새로

운 기 에 한 합의의 어려움, 불확실성의 증가, 납세 력비용 증가, 세무행정비

용 증가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반 하고 있고, 이는 근본 으로는 부분의, 

어도 많은 국가들은 여 히 물리  장소의 존재가 고정사업장의 요한 정기

이라고 공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과세행정의 측면에서도 고정된 사업

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해 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납세자에

게도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에 해서도 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납세 력의

무를 부여하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이를 체할 만한 제도를 찾기 어렵다(앞서 

본 소비지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자는 주장도 순소득을 과세하는 제도는 아

니다).

  (3) 이해 계가 다른 국가들 간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

  각국의 이해 계가 서로 다름에도 한 세기 이상 확고히 유지된 제도의 틀을 

면 으로 바꾸는 데 합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OECD 모델조약을 기 로 한 

조약은 3,000여개가 넘는데,973)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 배분의 근간인 고정사업

장 제도의 근본 인 변화에 국제 인 합의가 이루어져  3,000여개의 조세조약

에 반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역사 으로 1920년 에는 선진국을 심

으로 고정사업장 제도를 형성하 고, 재의 고정사업장 제도의 모습을 갖춘 

OEEC의 논의도 선진국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그 후 OECD 회원국이 증가하고 

UN 단계에서 모델조약이 논의됨에 따라 진 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아졌

고 그 결과 조약개정에 한 합의가 더욱 어려워졌다. 를 들어 역사 으로 가

장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한 것으로 평가받는 멕시코 모델이 가능했던 것은 당

시 지리  이동의 어려움으로 1943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회의에 라틴 아메리카 

973) Schaffner, 7면.



- 258 -

국가들이 거 참여하 기 때문이고, 3년 후 1946년 런던에서 작성된 모델은 다

시 기존 모델로 회귀한 것을 보더라도 다양한 이해 계가 있는 국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할 경우 재의 고정사업장 제도를 근본 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움

이 확인된다. 다른 로서 건설 고정사업장이 도입된 배경은 기본 고정사업장 요

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건설 장에 한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하기 한 것

이었지만, 기본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넓게 인정하여 OECD 주석은 6개월이면 일

응 항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어 이보다 긴 건설 고정사업장의 12개월 

요건은 그 요성이 감소하 음에도 조약 본문에서 12개월을 6개월로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을 보더라도 이해 계가 각기 다른 국가들 간에 조약 자체를 바

꾸는 합의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4) 각 국가의 독자 인 제도 입안을 통한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

  원천지국으로서는 외국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통해 자국에서 막 한 수

익을 얻고 있음에도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지만 과세권을 반드시 사업소득에 한 소득세 과세로 확보할 필

요는 없다. 표 으로 자상거래에 한 과세는 고정사업장 제도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를 들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자  용역에 

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 고 EU에서도 2015. 1. 1.부터 자 으로 제공되는 용역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에 해 EU 내 소비자에게 국경을 넘어서 제공되

는 경우 사업자간 거래,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순소득을 과세하는 기 인 고정사업장은 기존의 제도를 유지

하면서, 자상거래에 해서는 단일세율의 소비세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

고 이는 조세조약에 반 하기 한 세계국가들의 합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

러한 과세가 소득이 아닌 소비에 한 과세라고 하더라도 소득세에서 확립된 고

정사업장 개념을 유지하면서 자상거래는 소비세를 통해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세계국가들이 합의하여 고정사업장 제도를 폭 변경할 

실 인 필요성이 어든다.  

  더구나 앞서 설명한 호주의 다국  조세회피방지법(MAAL)이나 국의 유출소

득세(Diverted Profits Tax) 등 각국이 고정사업장을 회피할 경우 원천지국 과세권

을 확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굳이 조세조약 개정을 한 국제 인 합의를 도

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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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 

  과세행정이나 납세자 력비용의 에서 물리  연결성 없는 납세자에게 모

두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순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실 으로 어렵다. 일정한 

기  이상일 경우에만 가상  고정사업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측가능성을 주는 명확한 기 을 만들기 매우 어렵다. 한, 고정사업장 개념의 

근본 인 변화에 하여 다양한 이해 계를 가진 국가 간에 합의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렵다. 변화된 경제 환경 하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은 오래 부터 제기되었으나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조약도입에 실패한 

, 오랜 기간 OECD의 조세조약이 유지된 , 고정사업장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

의 도입이나 해석이 채택되지 못한 , 순소득 과세를 한 안  과세 제도를 

찾기 어려운 , 이해 계를 달리하는 조약체결 국가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 각 국가에서 조약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 인 제도를 통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고정사업장 요건에 근본 인 변화가 실 되기 어

려울 것이다. 결국, 고정된 사업장소의 존재를 기본 요건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제도자체의 유연성 보다는 제도의 오랜 역사와 과세권간

의 충돌과 타 의 산물이라는 속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고정사업장 요건에 한 

근본 인 변화가 가까운 미래에 실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최근 G20과 

OECD가 주도하여 BEPS 로젝트를 진행하 고 조세조약 개정안을 제시하 듯

이, G20을 심으로 한 새로운 랫폼이 등장하 고, G20을 심으로 조세회피

를 방지하고 세원을 확보하기 해 고정사업장 개념의 유연화를 비롯하여 조세

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국제 인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974)

 이 게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구하는 고정사업장 제도의 근본 인 변화가 당분

간 어려우므로, 행 고정사업장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고정사업장 

974) OECD는 비회원국들에 향력이 없는 반면, G20은 OECD 비회원국, 특히 BRICS 국

가에 향력이 있다. 1998년 이후 OECD의 조세 어젠다에 조세회피방지가 포함되어 있

었지만 국제사회는 우선순 를 두지 않았으나 G20의 정상들이 조세회피를 긴 한 

안으로 받아들이고 OECD에 이 문제를 다를 것을 요청하여 2013년 OECD는 BEPS 

로젝트 계획을 G20의 재무장  회의에 제출하 고, 2014년 6월 OECD가 G20 재무장  

회의 7개의 BEPS Action Plan을 제출하 고 2014년 리스번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BEPS Action Plan을 지지하 고, 2015년 10월 리마에서 G20 재무장 들이 BEPS Action 

Plan을 승인하고 2015년 터키 안탈리아 회의에서 G20은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 다. 이

러한 G20과 OECD의 결합과 력은 국제 조세 분야 력에서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고 

세계 인 조세 제도에 큰 향을 미칠 것이다. Jiejin Zhu, G20 Institutional Transition 

and Global Tax Governance, The Pacific Review, (2016. 6.) 469-470면.



- 260 -

제도가 응하여 합리 으로 운 하기 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고정사업장 제도의 합리  운 을 한 몇 가지 제언

가. 제도 운 의 방향

  앞서 설명한 로 고정사업장 요건을 완화하여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것

이 공평의 이나 응능과세 진세의 , 응익설의 에 부합하며, 고정사

업장 제도의 근본 인 변화는 어렵겠지만 원천지국의 과세의지로 인해 고정사업

장 개념을 넓게 인정하려는 방향을 갈 것임이 상된다. 고정사업장 제도가 사업

소득에 한 과세권 분배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 로 수행하고 제도가 체계 으

로 모순 없이 운 될 필요가 있으므로 재 고정사업장 제도에서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사항을 지 하고자 한다. 고정사업장 제도의 요한 두 가지 기

능은 기업이 원천지국에서 공공재 이용 등 혜택을 얻으면서 경제생활을 하고 있

으면 사업소득에 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보함과 동시에(경제  의존성, 응익

설의 ), 납세자에게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최소 요건을 제시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범  내에서는 그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고 사업소득을 얻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측가능성). 첫 번째 기능과 련하여 그 국가에서 실질  

연 성이나 경제생활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형식 인 차이로 

다른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고정사업장 제도는 그 국가에서 활동과 기능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가능한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기능해

야 한다. 두 번째 기능과 련하여 고정사업장은 원천지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가 사업소득에 해 과세되지 않는 한계 기능을 수행하고, 고정사업장의 인정

여부에 따라 과세효과는 확연히 달라지므로(특히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인정된다는 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고정사업장 제도가 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과세 청의 임의 로 용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단순한 기 들

을 세우는 것이 요하다.

나. 물리  고정사업장 요건의 개선 방안

   (1) 고정된 사업장소 요건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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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항속성 요건의 명확화

 

  고정사업장 요건에서 가장 불안정한 개념  하나는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 고

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항속성 요건이다.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면 18개월 

정도이면 지속성이 인정되나 1개월의 단기간도 항속성을 인정하는 법원 결도 

있는 등 불안정한 개념이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도록 

항속성 요건에서 기간을 명확화 할 필요성 있다. 가령 6개월 이내의 기간이라면 

고정사업장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안 장치(일종의 safe harbor)를 만들어서 그 기

간 내에서는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험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완화하기 해 도입된 건설 고정사업

장 규정의 기간이 일반 고정사업장 보다 긴 것은 불합리하므로 최소한 기간이 

동일해야 한다.

  (나) 지리  연결성 요건의 완화 필요성

   다음으로 지리  연결성 요건에서 행 제도상 이동하는 시설에 해서는 고

정사업장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움직이는 설비로 원천지국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 단지 어느 특정 장소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 국가와의 연결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박된 배에서 스토랑을 운 하면 지리  연

결성이 있고, 같은 배가 내륙수로를 운행하면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지리  

연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1958년 OEEC 보고서나 1963년 OECD 주석에서는 

움직이는 사업이 수입이 미미하다는  때문에 고정사업장에서 배제되었다고 설

명하지만 재는 움직이는 물  설비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

므로 고정사업장 과세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정사업장 제도의 

근본은 움직이는 상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지리 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그 의미가 모호하여 자의 으로 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정사업장 

기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설비를 고정된 사업장소로 명문 규정을 둔 호주-

싱가포르 조세조약처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고정사업장 제도는 사업소득에 

한 순소득 과세(즉, 신고납부방식)의 기 이므로 이동하는 사업활동이라도 최  

사업개시 장소를 납세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 사용권 요건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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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 규정 없이 해석상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개념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여

러 견해의 립이 있는 장소에 한 사용권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용권 요

건은 원할 때 자신의 뜻 로 사용할 수 있으면 충족되지만 그 범 를 정하기 쉽

지 않다. 고객의 사업장은 기업 자신이 통제, 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사용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객의 사업장이 작업의 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객으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제공받아 자신이 직  통제하면서 원할 때 언제든

지 사용한다면 사용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이 때 형식 인 법  권리의 존재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OECD 주석에서 제시한 사례로는 사용권 요건

의 구체  의미를 악하기 어렵다.975) 주문을 받기 해 정기 으로 방문하는 

고객의 사업장은 사용권이 없고, 오랫동안 다른 회사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권이 있음은 동의하지만, 수년간 매일 고객의 창고에서 하시설을 이용

하는 육상 운송기업은 사용권이 없고, 화가의 작업 상인 사무실은 사용권이 있

다는 것은 어떤 기 에 의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976) 고객이 임의로 언제든

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었다면 그 공간은 사용권이 있지만 단순히 작업 

상인 공간에 해 사용권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사업활동 요건

  고정사업장의 사업활동에서 제외되는 비 ·보조  활동의 범 에 한 재검

토가 필요하다. 비 ·보조  행 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실익

이 고 과세행정 측면에서도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모든 활동은 기

업의 수익창출을 한 것이어서 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OECD 주석은 핵심

이고 요한 부분과 구분하여 핵심 이고 요한 활동이 아니면 그 밖에는 모두 

비 ·보조  행 로서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핵심 이고 요한 

활동은 수익을 직  창출하는 생산  매 활동 등에 제한되고 배달, 정보의 수

집  달, 연구  개발, 고객모집, 투자 상 물색 등은 기업입장에서 꼭 필요

한 활동임에도 핵심 이고 요한 활동은 아니어서 고정사업장에서 배제된다. 

한, 자회사가 비 ·보조  활동만을 하더라도 자회사의 귀속소득을 인정하는 

이 가세제와도 일 되지 않는다. 국제연맹의 모델조세조약이나 당시 체결된 실

제 조세조약에는 비 ·보조  활동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고 선진국을 심으

로 논의된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에서 도입되었으나, 도입 근거가 무엇인

975) OECD 모델조약 제5조 주석 4.2.내지 4.5

976) 자세한 내용은 이 의 ‘제3장 제1편 3.나.(1)  (3)’ 참조. 



- 263 -

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수익창출을 한 활동이 수행되는 이상 수익창출에 직  

연결되는 핵심 이고 요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되 그 귀속 

소득을 히 단해야 할 것이다.

 

다. 종속 리인  그 밖의 고정사업장 요건의 개선방안

   (1) 종속 리인 인정을 한 계약체결권 요건의 완화 필요성

   국제연맹 단계의 조세조약에서는 계약체결권이 없어도 종속 리인으로 인정

되었지만,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에서 리인이 본인을 구속하는 계약체결

권을 요구하 다. 계약체결권의 요구는 비교  명확한 기 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편의나 납세자의 측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엄 한 계약체결권을 

요구하는 것은 변화된 재 상황에서 과세권 배분의 한 기 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 있다. 즉, 계약체결권을 요구한 것은 리인을 행동을 본인에게 귀속

시키는 확실한 징표는 본인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약체결권의 존재 여부라는 

과 제도 운 의 단순성을 고려한 것인데, 재에는 자신에게 종속된 리인을 통

해 계약 상을 한 후 실제 계약은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리인이 본인을 하여 로모션, 마 , 제품발송, 청구,  입  모든 기능을 

수행하면서 본인을 한 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사업장을 부인하

는 것은 원천지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연 으로도 최  종속 리인이 국제연맹 모델에 포함되었을 때, 개인, 

탁매매인은 계약체결권이 없어서 종속 리인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종속되지 

않고 독자 인 활동을 수행하 기 때문에 종속 리인과 달리 본 것이다. 본인에

게 종속되어 본인을 해 본인의 입장에서 핵심 이고 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이상 고정사업장은 인정하되, 리인에게 계약체결권은 법 , 종속성을 단하기 

한 하나의 근거로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2)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자회사의 엄격한 인정

   자회사는 모회사의 리, 지배, 통제를 받으므로 자회사가 모회사를 해 사

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 때 자회사는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될 험이 있다.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간 고유한 속성을 근거로 엄연히 독

립된 법인인 자회사를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1928년 국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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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1927년 모델과 달리 계회사를 삭제하 고, 1932년 랑스와 미국 간 

조세조약처럼 오래된 조세조약에서도 계열사를 고정사업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자회사는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원칙은 기 조세조약에서부

터 유지되어온 확고한 원칙이다. 원천지국은 과세권 확보를 해서 자회사를 고

정사업장으로 과세하여 왔지만 자회사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모회

사의 주주로서의 당연한 기능을 근거로 자회사를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서

는 안 되고 고정사업장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자회사와 모회사간 거

래는 양자를 독립된 세법상 주체로 보면서 특수 계자간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을 때 정상가격 과세를 1차 으로 검토해야 하고, 자회사가 모회사의 종속 리

인으로 활동하거나 모회사의 직원이 자회사의 사무실에서 모회사의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등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서비스 고정사업장 도입 필요성

   오늘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심으로 사업구조가 재편되었고, 인  용역을 

제공할 때는 고정된 장소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고정사업장 없이 서비스 활

동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천지국의 과세유인이 크다. 그러나 재의 OECD 모

델조약 본문에서는 서비스 고정사업장 규정이 없고 주석에 련 규정을 제안하

고 있을 뿐이고, UN 모델과 달리 독립  인 용역에 한 규정도 없으므로 서비

스 고정사업장을 정면으로 조약 본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고정사업장

에 한 명문 규정을 두게 되면 고객의 장소에 사용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

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므로, 사용권 요건이 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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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  결론

  이 논문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원천지국 과세권의 기 이 되는 고정사업장

의 기능과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요건, 그리고 망을 살펴보았다. 특히 고정

사업장 제도의 역사와 재의 고정사업장이 어떤 모습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고

정사업장 제도의 역사와 기능에 비추어 재 고정사업장 요건의 합리 인 해석

이 무엇인지, 고정성 요건에 한 합리  안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고정사업장 

제도가 향후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인지에 해 망하 다. 

  먼  제2장에서는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역사를 살펴보았다. 고정사업장 개념이 

도입될 당시에는 노동력, 기계, 장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고, 고정된 사업장소 

없이 원천지국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고정사업장 과세는 실질 으로는 

원천징수 과세와 동일하 지만, 그 후 국제  교역이 증가하면서 고정된 사업장

소 없이도 사업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이 충

돌하 고, 고정사업장은 두 과세권의 타 으로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

는 기능을 수행하 다. 원천지국에서는 멕시코 모델이나 안데스 그룹의 모델과 

같이 고정된 사업장소 없이도 사업활동에 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려고 

시도하 으나, 선진국들의 반 로 채택되지 못하 다. 오히려 국제연맹 모델이나 

실제 당시 유럽 국가들 간에 실제 체결된 조세조약에 비해 원천지국 과세권이 

제한되는 고정사업장 규정이 1958년 OEEC에 의해 채택되어 1963년 OECD 모델

조약 안으로 이어졌고, 거주지국에 유리한 1963년 OECD 모델조약 안에서 

정한 고정사업장 요건은 그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인터넷에 기반한 경제 

환경의 변화로 거주지국 과세권이 확 되자 자상거래 등 새로운 사업형태에 

해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는 논의와 시도가 있었고 이는 고정사업장 제도

에 한 한 도 이었지만 고정사업장 제도는 실질 인 변화 없이 계속 유지

되었다. 최근 BEPS 논의에서는 계약체결권이 없는 종속 리인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등 고정사업장을 유연하게 인정하는 개정안을 채택하 고 이는 원천지

국 과세권을 확 하기 한 요한 환 이 될 것이다. 결국, 고정사업장의 역

사에서 고정사업장 제도는 여러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이해 계의 립 속에서 

타 으로서 깊이 정착된 제도로 향후에도 상당기간 제도의 근본 인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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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에서는 물리  고정사업장 인정을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구체 인 요

건을 살펴보았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려면 사업장소가 존재하고, 이러한 사업장

소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단순히 비 이거나 보조 인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하는데, 각각의 요건

과 해석론을 살펴보았고, 특히 요건의 불안정성과 불명확성으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쟁 들을 으로 검토하 고, 건설공사에서 고정성 요건과 자상거래

에서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을 살펴보았다. 고정사업장 요건의 여러 개념들은 여

히 의미가 정립되지 않았고, 나라마다 달리 해석되고 있다. 고정사업장은 충돌

하는 과세권의 타 으로서 유지된 제도이므로 고정사업장 요건의 해석을 둘러

싸고 이해 계에 따른 긴장 계가 발견된다. 이런 을 고려하여 각 요건별로 

행 조세조약의 문언상 합리 인 해석론을 도출하 다. 

  제4장에서는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 로 외국기업의 물리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더라고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종속 리인에 의한 고정사업장, 자회

사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 용역 제공시 의제 고정사업장

에 해 살펴보았다.  개념들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고정사업장을 넓게 인정한

다면 재의 조세조약으로도 고정사업장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먼  종속

리인은 계약체결권이 요구되는데  의미가 무엇인지에 한 많은 논의가 있었

지만 여 히 단기 이 정립되지 못하 다. 계약체결권은 리인을 통한 활동에

서 그 국가와의 연결성을 단하는 기 으로서 도입되었으나, 계약체결권이 없더

라도 본인을 해 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계약체결권의 존재를 형식 으로 요구하는 것에 한 비

이 지속 으로 제기되었고, 최근 BEPS에서 형식 인 계약체결권이 없더라도 종

속 리인을 인정하는 등 그 범 를 확 하 다. 원천지국에서는 자회사의 활동을 

모회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고정사업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시도를 하 으나 

많은 국가의 법원에서 과세 청의 입장이 채택되지 못하 다. 그 법리는 모회사

의 자회사에 한 리, 통제는 모회사의 당연한 기능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장에서 자

신의 사업활동을 하 거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종속 리인으로서 활동하 는

지를 엄격히 따져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인 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제도는 용역의 공 에서는 사실상 고정된 사업장

소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할 수 있는 요한 제도이지

만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OECD 모델조약에서는 채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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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주석에만 반 되어 있는 반면 UN 모델조약에서는 조약 본문에 규정되

어 있다.

  제5장에서는 고정사업장 요건의 재정의 는 안에 한 논의, 고정사업장 제

도의 망에 해 살펴보았다. 특히 자상거래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의 수정이 

논의의 심인데 상 방 입장에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소득은 과세해야 한

다는 견해, 사실상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 사용지 과세 도입  원천징수 등이 

표 인 견해이다. 이에 해 기존의 고정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

만치 않은데 고정사업장 제도는 개념 으로 타당하고 세수상실 우려에 한 경

제  증거가 없으며, 고정사업장 규정은 변화된 사업환경에서도 합리 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고 유연하다는 것이다. 조세정책 으로 원천지국 

과세와 거주지국 과세권  어느 쪽을 넓게 인정하여야 하는지 이론  논의를 

살펴보았고 이를 기 로 고정사업장 요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분석하 다. 

다만 실 으로 고정사업장 제도의 근본 인 변화를 래되기 어렵다고 본다. 

고정사업장 제도는 오랜 기간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충돌과 타 으로 재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이를 근본 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

다.  

  고정사업장은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는 국가에 사업소득에 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세조약의 핵심 개념으로서 거주지국 과세권과 원천지국 과세권의 사

이의 타 이다. 고정된 사업장소가 없음에도 사업소득에 한 순소득을 과세하

는 제도를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에서 여 히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자본수

출국가와 자본수입국가간의 긴장 계는 거주지국  원천지국 과세와 조세조약

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에 의해 해결되었고, 이러한 제도의 용은 충돌하는 이해

계의 타 을 보여주고 자본수입국과 자본수출국 사이의 세원의 배분의 기 으

로 기능하여 왔다. 자상거래의 발달 등 사업활동을 해 고정된 사업장소를 요

구하지 않는 변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 하고자 고정사업

장의 개념에 한 도 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최근 BEPS의 논의를 통해 수

정안이 제시되었으나 고정사업장 요건에 한 근본 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

렵고 고정사업장 제도는 앞으로도 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조세조약

상 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망한다. 본 논문을 계기로 고정사업장 제도에 

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 하며 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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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prises engaged in cross-border economic activities face potential double 

taxation in source countries and resident countries. In an effort to prevent such 

double taxation, tax treaties provide guidance on dividing tax on an enterprise’s 

business profits earned from international economic activities between residence 

countries and source countries. The permanent establishment (“PE”) concept provides 

that business income earned by non-residents is taxable in the source country only if 

the business is carried on through a PE in such source country. In other words, 

business income is ordinarily taxable in residence states, but if the enterprise has a 

PE in the state where such income is sourced, the source state has preferential 

taxation authority on the business profits attributable to the PE. Therefore, the PE 

system ensures source-based taxation while simultaneously guaranteeing that taxes on 

business profits are not imposed by source states unless the enterprise has a PE in 

the source state. This represents a compromise between the source state’s taxation 

and the residence state’s taxation. If a non-resident engages in any short-term or 

transient business activities without a PE, such non-resident does not incur any tax 

liability on its business income, which encourages the engage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and promotes international trade. 

  The PE concept has remained intact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without any 

major changes. The source state may or may not impose taxes on a non-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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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come, depending on whether such non-resident has a PE in the state. At 

first glance, this concept seems simple and reasonable; however, it is actually fraught 

with numerous interpretation issues. Even the reasonableness of the concept itself is 

persistently questioned.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PE concept, sets forth reasonable interpretation theories regarding PE 

provisions contained in tax treaties, and presents prospects for changes in the PE 

concept. 

  A fixed place of business is a key condition for a PE. Specifically, a taxpayer has 

a PE when a place is geographically linked to specific, distinct geographical point 

(location test), the business be carri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permanence test), 

and the taxpayer has a certain amount of space at its disposal (right to use test).  

Even if the activity is carried on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the business 

does not result in a P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ies performed are preparatory 

or auxiliary in nature (business activity test). The PE definition causes considerable 

uncertainty and leads to disputes in interpretation such as whether multiple places 

should be considered a single place of business for constituting a PE, how long a 

place of business must be maintained, and the threshold for determining whether 

activities are preparatory or auxiliary. Further complicating matters, countries apply 

different standards, creating friction and tension between the source state and the 

residence state over taxation authority. In e-commerce, there has been extensive 

discussion of the criteria for acknowledging a PE. The current conclusion is that a 

website does not give rise to a fixed place of business, but business activities with a 

server in a source country would constitute a PE. As such, even e-commerce has not 

changed the long-standing PE concept which determines the taxation jurisdiction by 

the existe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If a PE is recognized where a non-resident does not have a fixed place of 

business, the source state’s taxation rights are expanded. Major examples include 

deeming a dependent agent to be a PE, recognizing a subsidiary as a PE, or finding 

that the provision of services constitutes a PE (Service PE). For a dependent agent 

PE, the agent must have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binding the represented 

enterprise and the agent must be dependent on the enterprise. However, the 

uncertainty over these concepts naturally invites disagreements over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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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ountries widely acknowledge the right to conclude a contract, thereby 

expanding the source state’s taxation authority.  The recently released BEPS Action 7 

final report proposes that an agency PE be recognized even if the agent lacks the 

right to conclude a contract in a strict sense.  Many nations, including Korea, impose 

taxes after recognizing a subsidiary as its parent company’s PE. Certain countries 

enacted laws to acknowledge affiliated companies as PEs to prevent tax evasion, 

strengthening the source state’s taxation authority.

  I believe that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e friction and conflict over PE in 

numerous cases and interpretation theories. First, the PE concept emerged in an 

economic environment that is entirely unlike that of the present day. When the 

concept was introduced, the movement of labor, machinery, and equipment was not 

very free. It was also difficult to engage in business in the source state without a 

fixed place of business. Accordingly, the existence of an enterprise’s fixed place of 

business in a source state attested to the enterprise’s substantive link to the state that 

justified the state’s taxation of its business income. Currently, however, manpower 

and capital is freely moveable, and the focus of business is shifting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s. Doubts are being raised as to whether the PE concept, 

which was adopted at a time when cross-border movement was not free, is still 

legitimate or relevant. 

  Second, the existing PE regime basically favors the residence state, given its 

historical background. The PE concept was finalized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in 1963, after discussions with the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n, little changes have been made. The OECD’s 1963 model, 

which was created by a handful of industrialized nations, favored residence states.  

When the League of Nations was still in place, the PE concept was generally 

favorable to capital exporters, a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the Mexico Model in 

favor of capital importer countries was not adopted. The existing PE regime is 

advantageous to residence states, even when compared with a tax treaty under the 

League of Nations. For instance, preliminary or secondary activiti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business activities constituting a PE and a dependent agent is 

recognized as such only to the extent that it has the right to enter into a contract on 

behalf of the enterprise. As a result, source states have, in an effort to se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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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tion authority, sought to broaden the scope of a PE under current provisions by 

acknowledging a dependent agent lacking a stringent right to conclude a contract as a 

PE if it performs important activities or by recognizing a subsidiary as its parent 

company’s PE. Throughout this process, there were conflicts with opponents who 

asserted that the law must be strictly interpreted. 

  Third, it is doubtful whether the PE system may serve as a reasonable criterion for 

business income tax allocation, i.e., whether the system itself is legitimate. The PE 

regime grants taxation authority for non-fixed businesses to residence states and 

taxation authority for fixed businesses to source states without questioning the size of 

the business, amount of income, degree of utilization of the state’s infrastructure, and 

the ratio of income earned in the state to the enterprise’s entire income. Thus, the 

source state does not have taxation authority if the enterprise (i) generates a 

significantly large amount of income without having a place of business, (ii) causes 

any other company to engage in business for a small amount of consideration for 

such service, or (iii) engages in business activity only in one country and earns all 

of its income from such activity. Of course, such outcome is hardly acceptable to the 

source state.

  Currently, a remaining issue is whether the PE system faces fundamental changes 

in light of its present failure to properly allocate taxation authority and its outdated 

nature. Source states will continue to press for more taxation authority, as 

demonstrated by the recent BEPS discussion proposing an expanded concept of a PE.  

However, it would be difficult to fundamentally change the PE regime, which 

basically require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e emergence of new forms of 

business, including e-commerce, has given rise to further debate and attempts to 

modify the PE system and thus expand the taxation authority of source states. This 

poses a major challenge to the PE regime, which has remained intact without any 

substantive changes. Making any fundamental changes to the regime would be 

difficult given that (1) a previous attempt to introduce a treaty expanding a source 

state’s taxation authority failed, (2)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has been 

maintained as such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no provisions or interpretations 

relaxing the requirements for a PE have been adopted, and (3) it is difficult to reach 

a consensus among many countries with divergent interests. In particular, tax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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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income incurs tax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costs. Since the PE system 

assumes that a business must be large enough to charge taxes on its net income, it 

hardly allows for an alternative taxation regime enabling taxation of net income. 

  Despite the shortcomings of the PE system itself, it remains a solid criterion for 

allocating taxation authority over business income between a source state and 

residence state in the real world. It is difficult to develop and implement an 

alternative or expect any fundamental changes to be made to the system.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PE regime functions as a reasonable standard for 

taxation authority allocation concerning business income on the premise that the 

existing system will be maintained based on rational and non-contradictory 

interpretations.

Key words: permanent establishment, agency PE, service PE, tax treaty,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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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이 으로

는 부분 으로 수행되는 고

정된 사업장소 (1항)

고정사업장 시 (2항)

특정 장소 필요(주석)

고정사업장

개념 없음

(운송소득을

제외하고는

배타 인 원

천지국 과

세)

1963년 모델과 동일,단

“in”을 “through”로 수정

(1항)

유정과 가스정을 추가(2

항)

특정 지리 치에 연

결(주석)

지속성
건설 고정사업장

(1년)
동일 동일 건설 고정사업장 1년

사용권 사용권 요구(주석)

사업요건

공업,상업,농업,

기타 다른 수익이

있는 활동

동일
비 보조 활동 제외

규정 최 도입

리인 고정사업장 동일 동일 계약체결권을 요구

자회사 고정사업장

자회사가 모회사

의 고정사업장 인

정되는 것 아님

동일
지배 계로 고정사업장 성

립하지 않음

지배 계로 고정사업장

인정되지 않음

아무것

도 없는

경우

서 비 스

고정사업

장

반복 활동이 있

으면 원천지국 과

세권 인정

고 정 사 업 장

없다면 과세

불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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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UN모델
2003년,2008년
OECD주석

2015년 BEPSAction7

고정된

사업장
소

지 리
연결성

기업의 사업이 으로
는 부분 으로 수행되는 고
정된 사업장소 (1항)
고정사업장 시 (2항)

상업 ,지리 연 성 개념 도
입(원천지국 과세권 확 )

지속성 건설 고정사업장 6개월
주석에서 일반고정사업장 6개월
이상이면 지속성 인정

사용권 사용권 요구(주석) 법 권한은 불요

사업요건
비 ·보조 행 에 배달

을 불포함

4항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비 ·보조
성격에 해당해야 고정사업장 제외 상
특수 계 기업들간 거래를 합하여 비
·보조 활동을 넘어서면 고정사업장

인정

리인 고정사업장
계약체결권 요구
단,재고보유 리인,보험
리인 포함

계약체결권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체결로
이어지는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계약이
실질 변경없이 체결되는 경우 포함

자회사 고정사업장 동일

아무것
도 없는
경우

서 비 스
고정사업
장

서비스 고정사업장 포함(12
개월 6개월 이상 활동)

주석에서 규정(2008년 주석)

기타
컴퓨터 서버는 고정사업장 가능
하나 웹사이트만으로는 인정불가

가상의 고정사업장에 한 논의가 있었
으나 조약 개정을 제안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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