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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의 주제는 무형자산 사용료소득과 무형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어

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을 가

진 법인의 거주지국과 무형자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원천지

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우리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의 사용료 조항이 적용되는 무형자산의 개념

요소는,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배타적·독

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것,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나 이전이 일

어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 등으로 특정할 수 있다. 나아

가, 정보 내지 노하우의 경우에는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개된 정보

일 것을 요한다.

무형자산 소득의 원천지 판정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를 결정짓는 의미를 가진다. OECD 모델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원천지

국에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의 원천지에 관한 규정도 두

지 않고 있지만, UN 모델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을 인정하면

서 사용료 지급인의 거주지국에 원천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의 법률은 무형자산 사용료의 원천지 판정기준으로 사

용지 기준을 택하고 있다. 사용지의 의미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지가 아닌 판매지를 사용

지로 보면서,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사용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그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무형자산이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 소득

의 안분 문제, 재차 이루어진 라이선스 사용료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

(Cascading Royalties Problem) 등도 함께 살펴본다. 독일 법원이 특허

권의 사용지를 판단하면서 제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하였고, 일본 법원이 일본 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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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계약해석의 문제로 접근하여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본 점은 우

리 법의 해석에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 법인세법은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지 판정기준으로 사용지

기준과 지급지 기준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지 기준을 택한

한미조세협약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모두 지급지

기준을 따르고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국내 미

등록 특허에 관련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관련된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

당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은 비교법적으로도 타당하다.

또한, 이미 어느 나라에 등록되어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버린 제조방법,

기술, 정보는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가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에 해

당하지 않고,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의 ‘정보 또는 노하우’ 내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가 말하는

‘지식, 경험, 기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대상인 무형자산으로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

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창설하고, 그러한 무형자산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이용되는 곳을 사용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

리의 과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어서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한지 의문

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신설됨으로써, 한미조

세협약의 원천지 판정기준과 충돌하게 되었지만, 법률의 문언이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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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자료에 조약을 배제하려는 국회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없으

므로, 법인세법의 위 신설 규정이 한미조세협약의 원천지 판정기준을 배

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문제에 관해 한미조세협약의 원천

지 판정기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

하다.

주요어 : 무형자산, 사용료, 원천지, 사용, 특허, 속지주의, 조약배제

학 번 : 2011-2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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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주제와 범위, 배경 및 접근 방식

Ⅰ. 연구의 주제와 범위

1. 이 글의 주제는, 무형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즉, 무형자산 사용료소

득과 무형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의 문제이

고, 이는 결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법 제93조 및 그와

관련한 조세조약의 해석 문제로 귀착된다.

사실 무형(無形)자산 즉,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는 말 자체는

유형(有形)자산에 대응하는 것일 뿐 선험적(先驗的)인 개념이 아니므로,

그 자체에서 논리 필연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추출해내어 모든 법의 영역

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의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고, 이 글에서 이를 정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법인세법 제93조를 보아도 무형자산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금융자산이나 주식 또는 구체적인 형태

가 있는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사업소득 등과 구별되는 사용료 내지

양도소득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가)목에서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

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목에서는 ‘산업상·상업상·과학

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지 판정에 관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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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도 무형자산1)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지만, ‘사용료’의 대상으로,

‘영화필름을 포함하여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

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이나 공정’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들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이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법인

세법 제93조 제8호 및 그와 관련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

고, 그러한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무

형자산의 사용대가와 양도대가를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대가와 양도대가를 통틀어 사용료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다.2) 다만, 멕

시코, 미국, 싱가포르, 일본과 맺은 조세조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조약

은 무형자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

지 않고 있으므로3), 이 글에서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사용료소득이라

고 표현하고, 사용대가와 양도대가를 통틀어 무형자산 소득이라고 표현하

되, 사용료소득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3. 특정 소득에 대하여 어느 나라에 과세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

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데,

무형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의

1) 영문으로는 intangible asset, intangible property, intangible이라는 표현이 사용되
고, 복수형으로는 intangibles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2)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15, 564.;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
득 과세제도 해설, 2014, 264.; 이용섭·이동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2, 540.; 이경
근,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2016, 557.

3) 국세청(주 2), 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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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무형자산을 가진 법인의 거주

지국과 무형자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원천지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의 문제와 이전가

격의 문제는, 모두 위와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무형자산 소

득에 대한 국제적 과세권 배분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결국 동일한 목적

을 추구하고 있지만, 전자(前者)가 과세권 인정 여부에 대한 일도양단적인

문제라면, 후자(後者)는 어떤 나라에 과세권 자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정

상가격을 추구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과세권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전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무형자산 소득

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되, 우

리 국내법과 우리가 체결한 조약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Ⅱ. 연구의 배경 및 접근 방식

법률이나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고만을 중시하여 과세권

을 넓게 인정하려는 것이 법률가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의 과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우리의 세수를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내법과 우리가 체결한 조약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과세권을 되도록 넓게 인정하려는 과세관청의 입장도 신중하게 고

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종전에는 주로 무형자산을 활용한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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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원천지국 내지 자본수입국의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

만, 지금에는 그러한 국면에 있는 경우 외에도 무형자산 보유 법인의 거주

지국 내지 자본수출국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의 입장에 있는 개별 사건에서 우리의 과세권을 보

다 넓게 인정하는 것은, 그 사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우리의 적절

한 과세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러한 결과를 끌어내

기 위해 적용한 논리는 우리나라가 거주지국의 입장에 있는 다른 개별 사

건에서 오히려 우리의 과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국고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도, 무형자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

고만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이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세수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인지 예측하여 그 결과

에 맞게 법과 조약을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 교역의 중심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우리의

세수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과세권 배분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이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률, 특히 구체적인 상대 교역국의 법률을 도외시한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

다.

이러한 입장에서,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에 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인 합의와 이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국내법과 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논의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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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제1장의 제3절 이하 부분에서는 무형자산의 개념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적용대상과 조세조약 사용

료 조항의 적용대상을 분명히 한 후, 무형자산 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3절에서 우리의 법령, OECD 모델 조세조약 및 주석, 이전

가격과세지침 등을 검토하여 국제조세의 관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 무형자

산의 개념요소를 추출하고, 제4절에서는 무형자산 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은 그 명목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2. 제2장에서는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소득의 원천지 판정에 관하여 논의한

다. 제1절에서는 무형자산 소득의 원천지 판정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내

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경우를 통틀어 살펴보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 우리 법인세법과 모델 조세조약의 개요를 간략히 검토한다. 제2절

에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과 UN 모델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형자산 소

득의 과세권 배분 및 원천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제3절에

서는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주요 국가의 원천지 판정기준을 살펴보되 미

국의 것을 자세히 논의한다. 제4절에서는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의 원천지 판정기준을 우리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의 측면에서 함께 논의한

후, 위 논의를 기초로 나름의 검토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소득과 관련하

여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유일하게 사용

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임을 확인한다.

3. 제3장에서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

료에 대한 과세권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되, 제1장과 제2장에서의 논의를



- 6 -

기초로 한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하면서 논의의 전제가 되는 특

허권의 속지주의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2절에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신설되기 전 법령에서의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

해 검토한다.

계속하여 제3절에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신설된 이후

의 법령에서의 최근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제4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

토한다. 제4절에서는 검토 과정의 논리상 필연적으로, 한미조세협약4)을 해

석하고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의 충돌 및 그 해결에 대해 검토하지 않

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간략히 살펴본다.

4.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 글의 논의를 정리한다.

제3절 무형자산

Ⅰ. 논의의 방향

종전에는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특정하기 위한 논의로서,

인적용역 소득과의 구별5)6), 기술용역과의 구별7),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문제8)9),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10), 무형자산 양도대가와 무형자산 사용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
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말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6) Retief Goosen v. Cir, 136 T.C. No. 27 (2011)
7)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9, 93-132…15
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
결 등

9)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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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구별11) 등이 논의되었는데12),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

대신 제3절에서는 적어도 국제조세의 관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 무형자

산의 개념요소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Ⅱ항에서는 외국법인

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우리의 법령을 살펴본다. 나아가 우리의 법률이

정한 과세권은 우리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Ⅲ항에서는 우리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기초가 된 OECD 모델 조세조약

및 주석과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제Ⅳ항에서 무

형자산의 공통적인 개념요소를 추출한다.

Ⅱ. 우리 법령의 규정

1.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13)14)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사

용료 내지 양도소득의 대상으로서 무형자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목에서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

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

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

나 권리’15)를, (나)목에서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

10) 정승영,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과 국제조세 문제”, 조세법연구
(21-2), 2015.

11) AMP, INC. v. U.S. 492 F.Supp. 27 (1979)
12) 자세한 내용은 이창희(주 2), 564-582.
13)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는 같으므로, 따로 보지 않는다.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을 열
거하고 있는데, 주제와 관련하여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따
로 보지 않는다.

15) 국세청(주 2), 264-265면에 따르면, 이러한 무형자산 소득에는 “○ 저작물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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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또는 노하우’16)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가)목 및 (나)목은, 1967. 11. 29. 법률 제1964호로 전부개정된 구 법

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17) (가)목 및 (나)목이 이후의 법률 개정으로

표현이 조금씩 바뀌고 조문의 위치가 변경된 것인데, 이는 OECD 재정위

원회가 1963년 제출한 최종보고서인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조약초

안(Draft Double Taxation Convention)’18) 제12조 제2항19)이 정한20) 사용

제, 상연, 연주, 방송, 전시, 상영, 번역, 편곡, 각색, 영화와 기타 저작물의 이용
또는 출판권의 설정에 의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 및 양도대가 등이 포함되며 또
한 이들 권리의 실시, 사용, 채용, 제공, 전수 또는 사용권의 설정 및 그 양도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형태의 대가, ○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선불금, 착수금과
그 자산·권리 등의 제공 또는 전수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
하여 지불되는 대가, ○ 특허권 등에 관한 등록을 받을 권리(출원권)의 대가, ○
자산·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복제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
의 대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16) 국세청(주 2), 265면에 따르면, 이러한 무형자산 소득에는 “○ 제품의 제조, 처
리, 가공, 사용, 보존방식 등에 관한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의 대가, ○ 제
조, 경영, 판매 등에 관한 비밀정보(know-how, trade secret)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17) 구 법인세법(1967. 11. 29. 법률 제1964호로 전부개정된 것)
第55條 (國內源泉所得)
① 第53條에서 "國內源泉所得"이라 함은 다음 各號에 게기하는 所得을 말한다.
6. 國內에서 사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資産이나 情報의 使用 또는 사용할 權
利에 대한 代價로서 支給받는 使用料·賃貸料 또는 이와 類似한 性質의 代
價(이하 "使用料所得"이라 한다)
(가) 文學·音樂·美術·學術 또는 藝術上의 著作勿(映畵필림을 포함한다)의 著

作權·特許權·商標權·意匠·模型·圖面·秘密의 公式 또는 工程·라디오·텔레
비죤 放送用 필림 및 테이프 기타 이에 類似한 資産이나 權利

(나) 産業上·商業上 또는 科學上의 知識·經驗 또는 熱練에 관한 情報
(다) 鑛業權·採石權과 기타 自然資源의 採取權
(라) 産業上·商業上 또는 科學上의 機械·設備·裝置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具
18) Adrian A. Kragen, Double Income Taxation Treaties: The O.E.C.D. Draft, 52
Cal. L. Rev. 308, 1964.

19) Draft Double Taxation Convention Article 12
2.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f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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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대상과 유사하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정

한 사용료 내지 양도소득의 대상은 그 조문이 만들어질 당시21)부터 위 이

중과세 조약초안의 내용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 2항은 ‘무형자산’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면서, 무형자산에 대한 원가분담약정과 관련하여 정상

원가분담액이나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분담액이나 참

여자의 지분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무형자산의 범위 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무형자산의 종류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

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Ⅲ. OECD 모델 조세조약 및 주석과 이전가격지침

or scientific experienc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iscal Committe,
Report, Draft Double Taxation Convention 49, 1963. 이에 관해서는 Adrian A.
Kragen(주 18), 325. 각주 64번에서 재인용]
이를 현재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과 비교하면,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부분이 삭제된 외에는 동일하다.

20) 당시 미국 모델 조세조약에는 사용료의 정의규정이 없었다고 한다[Adrian A.
Kragen(주 18), 325.].

21) 참고로, 1967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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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모델 조세조약 및 주석

사용료소득의 원천지 판정에 관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는 제2

항22)에서 ‘사용료(royalty)’에 관해, ‘영화필름을 포함하여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모형, 도면, 비

밀스러운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내지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거나, 산업

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

급금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중 제11문단

은 위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가 노하우

(Know-how)의 개념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23), ‘산업상, 상업상 또

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받는 … 지급금’이라는 말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로서 다른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속

하지 않는 정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성격의 미공개(undivulged) 정

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24).

22) ARTICLE 12 ROYALTIES
2.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23) COMMENTARY ON ARTICLE 12
11. In classifying as royalties payments received as consideration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paragraph is referring to the concept of “know-how”. Various specialist
bodies and authors have formulated definitions of know-how. (…생략…)

24) COMMENTARY ON ARTICLE 12
11. (…생략…) The words “payments …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 11 -

2. OECD 이전가격지침

OECD 이전가격지침25) 중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칙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 Property) 부분은, 무형자산의 예로 ① 특허,

상표, 상호, 디자인 내지 고안 등 산업적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②

문학 및 예술 재산권, ③ 노하우와 영업 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을 들고 있

다.26) 나아가, OECD 이전가격지침은 재무상태표(balance sheet)에 장부가

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무형자산은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덧

붙이고 있다.27)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are used in the context of the
transfer of certain information that has not been patented and does not
generally fall within other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generally corresponds to undivulged information of an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nature arising from previous experience, (…생
략…)

25)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2010’을 말하는 것으로, 제1장 정상가격기준 (the Arm's
length principle), 제2장 정상가격산출방법 (Transfer pricing methods), 제3장
비교가능성 분석 (Comparability analysis), 제4장 이전가격 분쟁 해결과 방지
를 위한 조세행정 (Administrative approaches to avoiding and resolving
transfer pricing disputes), 제5장 자료제출 (Documentation),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칙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 property), 제7장 관계회사 용
역거래에 대한 특칙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ra-group services), 제8장
비용분담약정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제9장 사업구조조정 관련 이
전가격사항(Transfer Pricing Aspects of Business Restructurings)으로 구성되
어 있다.

26) OECD(주 25), Chapter Ⅵ :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 Property 중
A. Introduction 6.2 문단 해당 부분 참조 (원문으로는,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the term "intangible property" includes rights to use industrial
assets such as patents, trademarks, tradenames, designs or models. It also
includes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know-how and trade secrets.)
[http://www.oecd.org/tax/transfer-pricing/ 2016. 10. 22. 방문]

27) OECD(주 25), Chapter Ⅵ :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 Property 중
A. Introduction 6.2 문단 해당 부분 참조 (원문으로는, These intangibl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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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와 영업 비밀에 대해 OECD 이전가격지침은, 상업적 활동을 뒷받

침하거나 발전시키는 독점적인 정보나 지식으로서, 특허나 상표의 형태로

보호받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28) 노하우는 특허

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비밀 공정이나

비밀 공식 그 밖의 비밀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29) OECD 모델 조

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중 11문단과 유사한 취지이다.

3. OECD BEPS Action 8 최종보고서

가. 무형자산의 요건

OECD BEPS Action 8 최종보고서30)는 OECD 이전가격지침 중 무형

자산에 관한 특칙을 대체31)하게 될 예정이다.

assets that may have considerable value even though they may have no
book value in the company's balance sheet.)
[http://www.oecd.org/tax/transfer-pricing/ 2016. 10. 22. 방문]

28) OECD(주 25), Chapter Ⅵ :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 Property 중
B. Commercial intangibles B.1. 6.5 문단 해당 부분 참조(원문으로는,
Know-how and trade secrets are proprietary information or knowledge that
assists or improves a commercial activity, but that is not registered for
protection in the manner of a patent or trademark.)
[http://www.oecd.org/tax/transfer-pricing/ 2016. 10. 22. 방문]

29) OECD(주 25), Chapter Ⅵ :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 Property 중
B. Commercial intangibles B.1. 6.5 문단 해당 부분 참조(원문으로는,
Know-how thus may include secret processes or formulae or other secret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that is
not covered by patent.)
[http://www.oecd.org/tax/transfer-pricing/ 2016. 10. 22. 방문]

30) 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Actions 8-10 -
2015 Final Reports 참조

[http://www.oecd.org/tax/aligning-transfer-pricing-outcomes-with-value-creation-
actions-8-10-2015-final-reports-9789264241244-en.htm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0. 22. 방문]

31) 2016. 6. 15. OECD 이사회는 BEPS Action 8-10 보고서에 정해진 대로 이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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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최종보고서에서는 무형자산의 요건으로, ① 유형자산이나 금융자

산이 아닐 것, ②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 내지 통제될 수 있는

것일 것, ③ 그 사용이나 이전이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서 일어났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32)

기존의 OECD 이전가격지침은 무형자산의 예를 들고 있을 뿐 그 일반

적 표지들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위 최종보고서는 위와 같이 무형

자산의 요건을 개괄적으로나마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무형자산이라는 개념

의 범위가 너무 좁게 또는 너무 넓게 해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33)

나. 무형자산의 예

격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http://www.oecd.org/tax/oecd-council-approves-incorporation-of-beps-amendment
s-into-the-transfer-pricing-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and-tax-ad
ministrations.htm 참조. 2016. 10. 22. 방문]

32) 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Actions 8-10 -
2015 Final Reports 중 문단 6.6 (원문으로는, In these Guidelines, therefore,
the word "intangible" is intended to address something which is not a
physical asset or a financial asset, which is capable of being owned or
controlled for use in commercial activities, and whose use or transfer would
be compensated had it occurred in a transaction between independent parties
in comparable circumstances.)

33) 이러한 취지는 위 최종보고서 문단 6.5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Actions 8-10 - 2015 Final
Reports 중 문단 6.5 참조 (원문으로는, Difficulties can arise in a transfer
pricing analysis as a result of definitions of the term intangible that are
either too narrow or too broad. If an overly narrow definition of the term
intangible is applied, either taxpayers or governments may argue that
certain items fall outside the definition and may therefore be transferred or
used without separate compensation, even though such use or transfer
would give rise to compensation in transactions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If too broad a definition is applied, either taxpayers or
governments may argue that the use or transfer of an item in transactions
between associated enterprises should require compensation in circumstances
where no such compensation would be provided in transactions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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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최종보고서는 무형자산의 예로 다음의 것들을 들면서 각각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34)

① 특허(Patents)

② 노하우(Know-how) 및 영업 비밀(Trade secrets)

③ 상표(Trademarks), 상호(Trade names), 브랜드(Brands)35)

④ 계약상 권리 및 정부로부터 허가나 인가받은 권리(Rights under

contracts and government licenses)

⑤ 무형자산 중 라이선스 등 계약을 통해 이전되는 제한적 권리36)

(Licences and similar limited rights in intangibles)

34) 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Actions 8-10 -
2015 Final Reports 중 Intangibles A.4. Illustrations 6.19문단 내지 6.31문단 참
조

[http://www.oecd.org/tax/aligning-transfer-pricing-outcomes-with-value-creation-
actions-8-10-2015-final-reports-9789264241244-en.htm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0. 22. 방문]

35) ‘브랜드’는 상표, 상호, 고객과의 관계, 평판의 특성,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무형
자산의 결합체를 의미한다.(원문으로는, The term "brand" is sometimes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terms "trademark" and "trade name." In other
contexts a brand is thought of as a trademark or trade name imbued with
social and commercial significance. A brand may, in fact, represent a
combination of intangibles and/or other items, including among others,
trademarks, trade names, customer relationships, reputational characteristics,
and goodwill. It may sometimes be difficult or impossible to segregate or
separately transfer the various items contributing to brand value. A brand
may consist of a single intangible, or a collection of intangibl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A.1.)

36) 제목만 보면 그 의미가 한 눈에 들어오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번역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Limited rights in intangibles are
commonly transferred by means of a licence or other similar contractual
arrangement, whether written, oral or implied. Such licensed rights may be
limited to field of use, term of use, geography or in other ways. Such
limited rights in intangibles are themselves intangibl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A.1.”(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Actions 8-10 - 2015 Final Reports 중 Intangibles A.4. Illustrations 6.26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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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업권(Goodwill)37) 및 계속기업가치38)(Ongoing concern value)

⑦ 그룹 시너지(Group synergies)

⑧ 시장의 특성(Market specific characteristics)39)

다만 위 보고서에서는 ⑦ 그룹 시너지와 ⑧ 시장의 특성의 경우에

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에서는 제외하면서,40) 그룹 시너지에 대해서는 제1장의 Section

37) 영업권(Goodwill)의 핵심은 보통 “단순히 초과수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 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이점이나 계속되는 고객충성(patronage, 기존 고객들이 서
비스나 제품의 질에 만족하고 다시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도 기대할 수 있
다는 것”이라고 한다. [VGS Corp. v. Comm'r, 68 TC 563, 590 (1977), acq.
1979 CB 1] 이에 대해서는, Cym H. Lowell, Peter L. Briger, US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5.03[3][b] (Westlaw)에서 재인용.

38) “계속기업가치”는 때때로 영업에 관하여 결합된 자산의 가치가 사업자산 각각의
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원문으로는, The term
ongoing concern value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value of the
assembled assets of an operating business over and above the sum of the
separate values of the individual assets.) 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Actions 8-10 - 2015 Final Reports 중 Intangibles A.4.
Illustrations 6.27, 6.28문단 참조

[http://www.oecd.org/tax/aligning-transfer-pricing-outcomes-with-value-creation-
actions-8-10-2015-final-reports-9789264241244-en.htm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0. 22. 방문]

39) 예를 들어 특정 시장의 높은 주택 구매력은 고급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낮은 노임단가, 좋은 날씨 등은 특정 시장의 특정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Specific characteristics of a given market may affect the arm's
length conditions of transactions in the market. For example, the high
purchasing power of households in a particular market may affect the prices
paid for certain luxury consumer goods. Similarly, low prevailing labour
costs, proximity of markets, favourable weather conditions and the like may
affect the prices paid for specific goods and services in a particular market.)
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Actions 8-10 -
2015 Final Reports 중 Intangibles A.4. Illustrations 6.31문단 참조

[http://www.oecd.org/tax/aligning-transfer-pricing-outcomes-with-value-creation-
actions-8-10-2015-final-reports-9789264241244-en.htm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0. 22. 방문]

40) 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Actions 8-10 -
2015 Final Reports 중 Intangibles A.4. Illustrations 6.30, 6.31문단 참조

[http://www.oecd.org/tax/aligning-transfer-pricing-outcomes-with-value-creation-
actions-8-10-2015-final-reports-9789264241244-en.htm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0. 22.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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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고,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1장의 Section

D.6에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Ⅳ. 검토 및 정리

1. 검토

가.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가)목에서 무형자산의 예를 들면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도 ‘산

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는 일반적인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역시 무형자산의 예를 들면서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

형의 자산’이라고 넓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41)

이러한 우리 법령의 규정 자체만으로는 무형자산이 무엇인지 대강의

범위만을 어림잡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강의 범위는 위 법령에서

무형자산의 예로 들고 있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 파악하여 특정

할 수밖에 없다.

OECD 모델 조세조약 및 그 주석이나 이전가격지침 그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의 국제적 합

의로서 우리의 법령이나 우리가 체결한 조약을 해석할 때 참고할 수 있

다.42)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법인세법이 들고 있는 무형자산 개

41)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정상원가분담액 등
에 의한 과세조정과 관련하여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무형자산의 개념 범위를 제한하는
개념요소를 두고 있다.

42)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http://www.mofa.go.kr/trade/oecd/index.jsp?mofat=001&menu=m_30_1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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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OECD 이중과세 조약초안의 것을 따온 것인데, OECD가 위 이중과

세 조약초안에 기초하여 OECD 모델 조세조약을 만들고 그에 관한 주석이

나 관련 지침을 내어 놓은 이상 우리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에서는 그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검토한다.

나. OECD BEPS Action 8 최종보고서가 예로 들고 있는 무형자산 중에

는, 영업권이나 계속기업가치 등의 경우처럼,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국내

원천소득에 관한 사용료 조항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

기 어려운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위 최종보고

서가 밝히고 있는 무형자산의 세 가지 요건은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와 OECD 모델 조세조약이 예로 들고 있는 무형자산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최종보고서는 무형자산의 소극적 요건으로는

①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아닐 것을 들고 있고, 적극적 요건으로는 ②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 내지 통제될 수 있는 것일 것, ③ 그 사

용이나 이전이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서 일어났

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을 들고 있다.

첫 번째 요건 중 유형자산이 아닐 것이라는 부분은 무형자산이라는

개념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은 금융자산

(financial asset)이 아닐 것이라는 부분인데, 이는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

은 취지이다. 그 밖에 두 번째 요건과 세 번째 요건은 우리 법인세법 제93

조 제8호과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이 예를 들어 규정하고 있

1. 1.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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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형자산들의 공통적인 특성에 부합한다. 또한, 두 번째 요건은 우리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이 들고 있는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요

건과 같은 취지이다.

결국 이러한 무형자산의 세 가지 요건은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 우리의 법령과 OECD 모델 조세조약이 예로 들고 있는 무형자산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적용

대상과 OECD 모델 조세조약을 기초로 한 관련 조약의 사용료 조항 적용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들을 적절히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43)

다. 한편,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의

내용과 약간의 표현만 달리할 뿐 거의 내용이 같은데, 우리 법인세법 제93

조 제8호 (나)목이 들고 있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와 동일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에 관한 주석에서 위 정보는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및 관련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44)

43) 이러한 요건 등을 참조하여 아래 2.항에서 정리한 무형자산의 개념요소는, 제3장
제2절 Ⅱ의 5항 중 나항 및 제3장 제4절 Ⅲ의 3항 중 나항의 결론 즉, “이미 어
떠한 나라에 등록이 되어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버린 제조방법, 기술, 정보는, 그
러한 특허권이 등록된 나라는 물론 그러한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떠한 경
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말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44) 제3장 제2절 Ⅱ의 5항 중 다항 및 제3장 제4절 Ⅲ의 3항 중 다항의 논의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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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45)도 법인세법 제93조 제8

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비공개 기술정보일 것을 요하고 있고, 우

리 판례도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는 입장이다.46)

2. 정리 및 추가적인 검토

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들고 있는 권리, 자산, 정보 또는 노하우의

예시를 중심으로 하되, 이상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OECD 모델 조세조약을 기초

로 한 조세조약의 사용료 조항’이 적용되는 무형자산의 개념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그 소극적 요소로는 ① 유형자산47)이나 금융자산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그 적극적 요소로는 ②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권리자 내

지 소유자가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③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④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된다.
45)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
한다.

(위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은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을 말하는 것으
로 보인다)

46)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47) 필름이나 테이프 등은 어떠한 내용을 담는 저장장치라는 외형적인 형태가 있고
그 가치도 분명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은 그에 담겨있는 내용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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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나 이전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나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2

항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추가적

으로, 비공개된 정보 내지 노하우일 것을 요한다.48)

나. 무형자산이라는 개념의 범위는 과학기술의 발달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령의 규정이 무형자산에 관해 분명한

정의를 내리거나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피한 면이 있다. 다만, 어떠한 소득이 무형자산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개념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

은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OECD BEPS Action 8 최종보고서가 무형자

산의 요건을 개괄적으로나마 제시하려 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

의 입장에서도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국내법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주로 해석론의 입장에서 접근하자면,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무형자산

에 관한 우리 법령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는, 국제적인 합의나 다른 여러 나라들의 입법례와 해석을 참고하여, 전체

적으로 국제적인 합의나 체약 상대국 등의 법령이나 해석과 조화롭게 해

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8) 이와 같은 정보나 노하우가 이미 공개된 것이라면 이는 거래의 대상으로서 보상
이 이루어질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위 ④의 요건과 같은 취지라고
도 볼 수 있다. 다만, (가)목에 정한 자산이나 권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특허
권의 경우처럼, 공개된 것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반해, (나)목의
정보나 노하우의 경우에는 비공개된 정보 내지 노하우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서 구분하여 살펴볼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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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무형자산 소득

Ⅰ. 개요

1. 이 글에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사용료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사용대

가와 양도대가를 통틀어 무형자산 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은 제1장 제1

절 Ⅰ의 2항에서 밝힌 바와 같다.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돈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관련 조

약 사용료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무형자산의

개념요소를 특정하여 무형자산으로 볼만한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난 이

후에도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이는 바로, 문제되는 돈이 그 명목상으로는 무형자산의 대가가 아닌 다

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 그 명목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

인 성격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관세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점에 대해

논의한다.

Ⅱ. 실질내용의 성격에 따른 판단

대법원은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49)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

라,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

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50)는

49)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58591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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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

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이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실질과

세원칙을 근거로 삼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무형자산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그 지급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하에서는 위 판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Ⅲ. 국제마케팅비와 상표권 사용료

1. 사안의 개요

외국법인 A회사의 한국 자회사인 원고 회사가 또 다른 외국법인 B회사

로부터 A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상

표권 사용료에 관하여는 외국법인인 A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위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

를 구분하여 정하였고, 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는 A회사에게

권리사용료(royalties)로 매년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한편, 그와

50)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
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생략…).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
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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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국제마케팅비의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록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가 A회사에게 권리

사용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였지만, 국제마케팅비는 원고 회사가 상

표권자인 A회사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

합한다고 판시하였다.51)

그 사정으로 들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제마케팅비는 원고 회사가 수입하는 수입물품을 개별적으로 광고

함으로써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A회사가 유명 운동

선수나 팀 또는 국제적인 운동경기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

부이다.

② A회사가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 수입물

품의 국내 판매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A회사가 보유하는 상표권

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직접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는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위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라이선스 제공자인 A회사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이 있

고 그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③ 이와 같이 국제마케팅비에 의한 활동으로써 A회사가 보유하는 상표

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상표권자인 A회사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원

5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두
58591 판결도 같은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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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사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된

다.

④ 반면 이러한 활동을 원고 회사가 A회사 및 다른 해외 현지법인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보면, A회사로서는 원고 회

사와 같은 현지법인들의 부담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즉 원고 회사로서는 그 비용만 부담할 것

이 아니라 거꾸로 A회사로부터 상표권의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⑤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국제마케팅비에 의하여 충당되는 활동은 전

적으로 A회사가 결정하여 실행하도록 되어 있고, A회사는 그와 같은 활동

으로 인한 비용의 지출내역을 원고 회사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실

제로 지출된 비용을 바탕으로 원고 회사와 같은 현지법인들과 사후 정산

을 거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국제마케팅비의 지출과 정산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제마케팅비가 A회사와 원고 등 각국 현지법인들이 함께 전 세

계적인 마케팅활동의 주체가 되면서 다만 집행만 A회사가 전담하여 수행

하고 원고 등이 그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 판결의 의의

결국 대법원 판결은, 문제된 국제마케팅비는 상표권의 대상인 상표의 명

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그 상표권의 가치를 상

승시키는 데 직접 기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인데, 이러한 활동

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실제 라이선스 계약

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마케팅비를 사용한 활동의

결과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상표권자는 그 사용자에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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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를 가지게 되므로, 결국 국제마

케팅비는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관세법상 과세가격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판시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마케팅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내국법인이 외국법

인에게 지급하는 국제마케팅비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므로 조약상 고정

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52)이어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53)고 볼 수 있

는지, 아니면 무형자산인 상표권 사용료로 보아 무형자산 사용료의 원천지

판정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나아가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한 위 대법원 판결은, 비단 국제마케팅비

가 문제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지급금의 성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

명목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그 소득의 성격을 보아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

를 선언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를 실질과세원칙에서 찾았다는 점에서도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문제되는 돈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체적인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회사들

상호간의 관계에 비추어 자세히 심리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위 판결에서

자세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은 그 심리방법과 범위에 대한 선례로서도

의미가 있다.

5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본문 괄호부분 참조.
53) 이창희(주 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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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무형자산 소득의 원천지 판정

제1절 개요

1.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과세하지만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다른 나라의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준다54)

(법인세법 제57조). 한편, 외국법인55)은 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세법

제93조가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56)57)(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58), 제3조 제4항59)).

이처럼 어떠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국외원천소득인지는, 내국법인

과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60)

54) 이창희(주 2), 42.
55)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
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조 제3호).

56)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법인세법 제3조 제1
항). 이 글에서는 편의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위주로 논의한다.

57) 국세청,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2016, 63.
58)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59)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
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60) 다만, 이 글에서는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창희(주 2), 59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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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

하고 있다는 견해61)62)가 있고, 판례63)와 과세실무64)도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93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소득의 경제적 성질에 따라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소

득원천의 내외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65)가 타

당하다. 이 부분 논의는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상세하게 논의하지는 않지

만,66) 우리 법인세법이 예전에는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

정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가67),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문언을 고쳐 쓴 점68)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법인세

법 제93조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견

해는 이러한 현행법의 문언에 맞지 않는다.69)

다만, 이 글의 주제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해석의 당부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이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이하

의 검토는 일단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진행한다.

61) 임승순, 조세법(2015년도판), 박영사, 1144.
62)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신정12판, 2016, 1031.
6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당시의 적용법령을 기준으
로는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
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64) 국세청(주 57), 63.
65) 이창희(주 2), 49.
66)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창희(주 2), 42면부터 51면까지 참조.
67)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건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국내원천소득)
①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생략…)

68)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의 것)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생략…)

69) 이창희(주 2), 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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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에게 과세하지 않는다.70)

한편,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이 얻은 무형자산 소

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법인세법 등 국내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

고, 나아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역시 충족시

키거나71), 아니면 애당초 조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72)73)

이와 관련하여, OECD 모델 조세조약은 제3장에서 소득을 부동산소득

(제6조), 사업소득(제7조), 해운, 내륙수운 및 항공운송 소득(제8조), 배당

소득(제10조), 이자소득(제11조), 사용료소득(제12조), 양도소득(제13조),

근로소득(제15조), 이사의 보수(제16조), 연예인 및 체육인의 소득(제17조),

연금소득(제18조), 정부용역소득(제19조), 학생의 소득(제20조), 기타 소득

(제21조) 등으로 분류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

고,74) 실제로 체결되는 대부분의 조약들도 위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구

조에 따라 소득별로 분류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 과세권을 제약하는 조

항들을 두고 있다.75)

이하 제2절에서 OECD 모델 조세조약과 UN 모델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형자산 소득의 과세권 배분 기준 및 원천지 판정기준에 관하여 살펴보

고, 제3절에서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각국의 원천지 판정기준을 논의한

70) 이태로·한만수(주 62), 1031.
7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7843 판결 등 참조
7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69 판결 등 참조
73) 조일영, “국내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일
부 기술이 미국 내에서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실시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 상당액이, 미국법
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3호,
법원도서관, 2007, 453.

74) 종전의 독립적 인적용역(제14조)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75) 이창희(주 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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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4절에서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지 판정기준을 살펴

본다.

제2절 조세조약상 무형자산 소득의 원천지 판정기준

Ⅰ. OECD 모델 조세조약

1. 과세권 배분 기준

가. 거주지국 과세

1)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76)은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

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사용료는 그 타방 체약

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77)고 정하여,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2) 이와 같은 입장은 주로 무형자산 소유 법인의 거주지국에 해당하는

OECD 회원국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무형자산 원천지에 해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원천지국 과세를 고

집한다면 그러한 세금 부담이 결국 실제로는 자국의 기업이 부담하게 될

76)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77) 이는 종전의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if
such resid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라는 문언이 개정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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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대한 근거로는, 사용료소득이 전체적으로 거

주지국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78).

나. 예외적인 경우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다만,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전문(前文)은 ‘일방 체약국

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서 그 타방 체약국 내에 존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용료가 발생하고,

사용료의 지급대가인 권리나 자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

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79)80)고 정하여,

78) 이창희,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 법학54권 4호(통권
169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01면 각주의 Niv Tadmore, "Source
Taxation of Cross-Border Intellectual Supplies - Concepts, History and
Evolution into the Digital Age",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2007) 인
용부분 참조

79) ARTICLE 12 ROYALTIES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생략…)

80) 종전에는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라고 규정하
여, ‘타방 체약국에서 그 타방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해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지급대가인 권리나 자산이 그러한 고정시
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배제하고, ‘In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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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정사업장과 실

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권리나 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고정사업장을 통해

얻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후문에 정해진 대로

사업소득에 관한 제7조가 적용되는데,81)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1

항82)은 ‘일방 체약국 기업의 사업소득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지

만, 그 기업이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을 그 타

방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고정사업장83)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는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기 전에는 그 다른

국가가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할 정도로 그 기업이 그 다른

국가의 경제적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제적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라고 규정하여 그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에 관한 제14조를 적용하도록 하
였는데, 제14조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81) ARTICLE 12 ROYALTIES
3. (…생략…)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82)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83)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고정사업장의 존부는 순소득 기준 과세와 총지급금액 기준
과세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즉,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
당소득, 기타소득은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국내원천소득은 총
지급금액으로 과세한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상 원천지
국에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과세권의 분
배 기능도 맡고 있다. 이 조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을 채
택한 것이다[이상의 내용은, 이창희(주 2),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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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반영84)하는 한편,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소득은 별개로 하고 고정사

업장에 대한 과세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에 귀속되는 소득에 국한하자는 귀

속주의(attribution principle)의 입장을 택한 것이다.85)

다. 특수관계 있는 경우

한편,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전문(前文)은,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

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는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서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86)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는 사용료의 개념을 정하고 그렇게 정

한 사용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배제하는 등의 방식

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12조 제4항 전문은 사용료 중

특수관계로 인하여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배제

84)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에 대한 주석 중 제11문단 참조 [원문으로는, The
first principle underlying paragraph 1, i.e. (…생략…), has a long history and
reflects the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as a general rule, until an enterprise
of one State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nother State, it should not
properly be regarded as participating in the economic life of that other State
to such an extent that the other State should have taxing rights on its
profits.]

85) 이창희(주 2), 319.
86) ARTICLE 12 ROYALTIES
4.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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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상거래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려는 것이다.87)

따라서, 만일 이와 같이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양 체약국

의 국내법이 모두 과세하는 입장인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후문88)은 ‘그러

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부분은 이 조약의 다른 규정들을 적절히 고려하

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남겨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렇게 되면, 사용료 초과분에 대해 조세조약 중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지 문

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조세조약에서 양 체약국이 소득유형에 관한

추가적인 분류를 정할 수 있다.89) 만일, 양 체약국 법률의 원칙과 규정이

달라 그 초과부분에 대해 각기 다른 조문을 적용해야하는 경우에는 결국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90)

라. 무형자산 양도대가의 경우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은 ‘사용료’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

문에, 무형자산 그 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7조의 사업소득이나 제13

조의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91)이 적용될 것이다.92)

87)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22문단 참조
88) ARTICLE 12
4. (…생략…)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89)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25문단 참조
90)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26문단 참조
91)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3조
5. 제1, 2, 3, 4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다른 재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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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지에 관한 규정 불필요

OECD 모델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용료 소득을 제외

하고는 원천지에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료의 원천지국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93)

Ⅱ. UN 모델 조세조약

1. 과세권 배분 기준

가. 거주지국 과세 및 제한세율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

1) UN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

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여94),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원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ARTICLE 13 CAPITAL GAINS
(…생략…)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92) 소프트웨어의 경우처럼, 사용기간이나 사용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제8.2문단 참조.

93) 이창희(주 2), 582.
94)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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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UN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은 ‘그러나, 제1항의 사용

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__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제한

세율은 양국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

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라고 정하여,95) 무

형자산의 원천지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자본수입국인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96) 이와 관련하여, UN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에 관한 주석 제6,

7문단에서는, 전문가 그룹의 토론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 조세조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료를 과세할 우선권을 소득

이 발생되는 원천지국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나 제조공정은

다른 곳에서 충분히 사용된 후에 개발도상국에 대여되므로 이미 이에 대

한 비용은 대부분 회수된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대여하기 위해 오래된 특허를 고를 것

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보통 기업은 현재 시장을 확대하

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발명품을 선택한다’고 반박

하면서, ‘특허 등의 소유자의 거주지국이 사용료에 관한 배타적이고 우선

적인 과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97)

95) ARTICLE 12 ROYALTIES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___ per cent (the percentage is
to be establish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96) 김석환,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기준”,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2014, 3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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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경우98)

위와 같이 UN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용료의 원천지국에도 과세

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이는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

기 때문에, UN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은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경

우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을

따르지 않고 사업소득에 관한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99)

UN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1항100) 역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

제1항과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

97) UN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에 관한 주석 제6, 7문단 참조
98) UN 모델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제14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분도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논
의의 편의상 생략한다.

99) ARTICLE 12 ROYALTIES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or with (b) business activities referred to in (c) of paragraph
1 of Article 7.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100)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a)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b) sales in that other
State of goods or merchandise of the same or similar kind as those sold
through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c) other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in that other State of the same or similar kind as those
effected through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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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도,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

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예외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과세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a) 고정사업장에 귀

속되는 소득’ 외에도 ‘(b) 고정사업장을 통해 판매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재화나 상품의 판매’, ‘(c)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같

거나 유사한 종류의 사업활동’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

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약간 달리 정하고 있다. 이처럼 UN 모델 조세

조약은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같거나 비슷한 활동에서 버는 소득이라면 모

두 고정사업장에 몰아서 과세한다고 하여 총괄주의와 귀속주의의 절충안

을 택하고 있다.101) 이는 귀속주의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고정사업장의

활동에 귀속되는 소득을 마치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

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102)

다. 특수관계 있는 경우와 무형자산 양도대가의 경우

UN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6항103)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무형자산 양도대가에 대해서도

OECD 모델 조세조약과 별 차이가 없다.

101) 이창희(주 2), 320.
102) 이창희(주 2), 320.
103) ARTICLE 12 ROYALTIES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 38 -

2. 사용료의 원천지 판단기준

UN 모델 조세조약은 제12조 제2항에서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 즉

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원천지국이

어디인지에 관해 규정할 수밖에 없다. UN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이

바로 그것이다.

즉, 제12조 제5항 전문(前文)에 따르면,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

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 하여104), 사용료 지급인의 거주지국에 원천을 인정하는 지급지주의105)

를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2조 제5항 후문(後文)은,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 체약국의 거

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일방 체약국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

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106), 지급인이 외국법인이더라도 그 외국법인

104) ARTICLE 12 ROYALTIES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생략…)

105) 돈을 지급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의 거주지가 어디
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말하는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해석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2장 제4절 Ⅰ의 2항 참
조.

106) ARTICLE 12 ROYALTIES
5. (…생략…)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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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등에 의해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

고 고정사업장 등이 그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 등의

소재지에도 원천을 인정하고 있다.107)

제3절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각국의 원천지 판정기준

Ⅰ. 미국

1. 미국 내 원천소득과 미국 외 원천소득

가. 법률의 규정

1) 미국 연방세법108) 제861조 (a)항 (4)호에 의하면, 미국에서 특허, 저

작권, 비밀 공정이나 공식, 영업권, 상표, 상호, 프랜차이즈 기타 유사한 자

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109)

fixed base is situated.
107) 이 부분 역시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말하는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

하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한다. 제2장 제4절 Ⅰ의 2항 참조.
108) 흔히 미국 내국세법 내지 내국세입법이라고도 표현하는 United States Code

Title 26. Internal Revenue Code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의 법률과 주 법률의
관계, 법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세법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109) 26 U.S.C.A. §861. Income from sources within the United States
(a) Gross income from sources within United States. -- The following

items of gross income shall be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in
the United States:

(…생략…)
(4) Rentals and royalties. -- Rentals or royalties from property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or from any interest in such property, including
rentals or royalties for the use of or for the privilege of using in the
United States patents, copyrights, secret processes and formula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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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면에, 미국 연방세법 제862조 (a)항 (4)호에 의하면, 미국 밖에서

특허, 저작권, 비밀 공정이나 공식, 영업권, 상표, 상호, 프랜차이즈 기타 유

사한 자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

용료는 미국 밖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110)111)

나. 사용지 기준의 채택

1) 위 법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사용지 기준을

채택하여 무형자산이 사용되는 장소만이 무형자산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

는 유일한 요소가 되고,112) 지급지 기준을 배제하고 있다.

2)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람이나 수령하는 사람의 거주지나 국

적은 사용료의 원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113) 예를 들어 프랑스 거주자가

독일 거주자에게 무형자산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대가인

특허가 미국에서 사용된다면, 프랑스나 독일이 아닌 미국 내 원천소득이

will, trade-marks, trade brands, franchises, and other like property.
110) 26 U.S.C.A. §862. Income from sources without the United States

(a) Gross income from sources without United States. -- The following
items of gross income shall be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out
the United States:
(…생략…)
(4) rentals or royalties from property located without the United States or
from any interest in such property, including rentals or royalties for
the use of or for the privilege of using without the United States
patents, copyrights, secret processes and formulas, good will,
trade-marks, trade brands, franchises, and other like properties;

111) 무형자산 처분으로 얻게 된 이득의 원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는 26 U.S.C.A.
§865 (d) 참조.

112) Philip F. Postlewaite, David L. Cameron, Thomas Kittle-kamp,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Intangible Assets, (Westlaw),
14.02[4]

113) Joel D. Kuntz, Robert J. Peroni, US International Taxation, (Westlaw),
A.2.0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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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러한 결과는 설사 그 특허가 그리스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하더라

도 마찬가지이다.114)

한편, 이러한 원천지 판정기준은 특허, 저작권, 비밀 공정, 공식, 영업

권, 상표권, 상호, 프랜차이즈 등에 모두 적용된다.115)

3) 미국 모델 조세조약(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116) 중 사용료에 관한 제12조 제1, 4, 5, 7항은 OECD 모델 조

세조약 제12조 제1, 2, 3, 4항의 내용과 동일하다. 즉, 제2장 제2절 Ⅰ의 1항

에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음이 원칙이고117), 그 예외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를 인정하고 있으며118), 특수관계로 인하여 과도하게 지급

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배제하는 원칙을 다시 제한하

고 있다119).

114) Philip F. Postlewaite, David L. Cameron, Thomas Kittle-kamp(주 112),
14.02[4]

115) Joel D. Kuntz, Robert J. Peroni(주 113), A.2.03[7][a]
116) www.treasury.gov/resource-center/tax-policy/treaties/pages/treaties.aspx에 게

시된 것 참조. (2016. 12. 27. 최종방문)
117)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1. Royalit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118)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Business Profits) shall apply.

119)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o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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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미국 모델 조세조약에서도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와

같이 사용료의 원천지국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 미국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

호120)는 사용료를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타방 체약국 거주자가 사용료 지

급인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자로서 타방 체약국에서 그 사용료에 관해 특

별한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

고121), 미국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는 LOB(Limitation on

Benefits) 조항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료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122)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o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120) 제12조 제2항 b)호의 예외도 있지만, 이는 사용료의 원천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21)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a royalty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s a connected person with
respect to the payor of the royalty may be tax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if
such resident benefits from a special tax regime with respect to the
royalty in its Contracting State of residence; and

(…생략…)
122)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the case
of a company seeking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4 of
Article 22 (Limitation on Benefits) of this Convention regarding a
royalty, if such company fails to satisfy the criteria of that paragraph
solely by reason of the requirement in subclause (b) of clause (i) of
subparagraph (e) of paragraph 7 of Article 22 (Limitation on Benefits) of
this Convention, such company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royalty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except that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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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미국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6항은 사용료의 원천

지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세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지 기준을

채택하여, ‘일방 체약국에서 자산, 정보, 또는 경험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123)

2. 사용지(the place of property use)의 의미

가.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경우

1)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경우, 사용지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보호를

받는 상품이 소비되는 국가로서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보호하는 국가를 의미하고, 그러한 상품이 생산되는 국가를 의미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24)

2)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국세청은, 미국 법인이 미국 외 국가의 거주

자에게 미국 외 국가의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 미국 외 국가에서만 판매되

는 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는, 미국 내에서 인쇄되어 출판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외국 원천소득이라는 내용의 행정

해석을 하였다.125)

123)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6.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y are
in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property, information
or experience in that Contracting State.

124) Joel D. Kuntz, Robert J. Peroni(주 113), A.2.03[7][a]
125) Rev. Rul. 72-232 (IRS RRU), 1972-1 C.B. 276, 1972 WL 2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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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아가 상표권 사용지에 관한 미국 국세청은,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표권을 부착하고 외국 도매

업자에게 상품을 수출한 사안에서, 제품의 생산지는 상표권의 사용지를 결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행정해석126)을 한 바 있다.

이 사안에서, 여러 나라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외 법인인 X

는, 미국 외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미국 외의 상표에 관하여,

미국 법인 Y에게 상표권 사용허락을 하고, Y는 이에 기초하여 미국 내에

서 그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제조하여 미국 외의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미국 외의 도매업자는 미국 외에서 그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품에 관한 미국 내 상표권은 Z라는 별도의 회

사가 가지고 있었다. 이 사안에서 Y는 미국 외의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 가격의 일정비율로 로열티를 산정하여 X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최초의 판매(initial sale)’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로열티

가 미국 내 원천소득이 아닌지 문제되었다.

미국 국세청은 이에 대해, ① Y가 외국의 도매업자들에게 최초로

상품을 판매한 것은 최종적으로 미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업

적 교역 과정에 제품을 두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로열티가 최초의 판매

가격에 따라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 장소가 반드시 로열티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Z라는 별도의 회사가 미국

내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Y가 X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생

산한 제품들은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고, 미국 외 국가들은 미국 내에

서 미국 외의 상표들을 보호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최초의 판매지는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Y가 생산한 제품이 최

종적으로 미국 외에서 사용되었고 그렇게 사용된 미국 외 국가에서 상표

126) Rev. Rul. 68-443 (IRS RRU), 1968-2 C.B. 304, 1968 WL 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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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므로, 외국 상표권의 사용대가로 Y가 X에

게 지급한 로열티는 미국 밖에 원천을 둔 소득이라고 해석하였다.

나. 특허, 노하우, 기타 이와 유사한 공정의 경우

1) 그런데, 특허나, 노하우, 기타 유사한 공정의 경우에는, 그 사용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미국 내에서 견해가 대립한다. 주의할 것은, 특허권에 관

한 한, 아래의 논의는 제조지와 상품소비지 모두에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

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특허권의 속지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다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가) 제조지가 사용지라는 견해

특허권은 그 특허권이 관계된 활동과 관련해서만 경제적으로 중

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제조지가 사용지가 된다는 견해이다.127)

나) 상품소비지가 사용지라는 견해

저작권이나 상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 소비되는 곳으로서 그 곳의 법률이 특허권을 보호하는 곳이 사용

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128)

2)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체로 판매지가 원

127) ALI, Federal Income Tax Project: International Aspects of United States
Income Taxation 50 (1987). [Joel D. Kuntz, Robert J. Peroni(주 113),
A.2.03[7][a]에서 재인용]

128) Lokken, “The Sources of Income From International Uses and Disposi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36 Tax L. Rev. 233, 277–282 (1981). [Joel D.
Kuntz, Robert J. Peroni(주 113), A.2.03[7][a]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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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 판단에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한다.129)

다. 특허권의 속지주의와의 관계130)

1)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견해131)132)133)는, AMP, Inc. v. U.S., 492 F.

Supp. 27 (1979) 판결134)을 들면서,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사용지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미국에서 인정되는 법리라고 보고 있다.

2) 위 판결을 살펴본다.

위 사안의 원고인 AMP라는 미국법인은 해외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AMP는 각 자회사들이 있는 각 국가에 특허권들을 등록해놓고 있

었는데, AMP는 각 자회사들에게 각 자회사 소재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들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였고, 그 대가로 상품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다.135) AMP는 위 돈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돈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외국납부세

액공제의 한도액136)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다.137)

129) 김석환(주 96), 405면 참조.
130) 이 부분의 논의는 제3장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131) 이창희(주 78), 15. (위 글에서는, “AMP 판결은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지역적

원천은 특허권이 등록된 나라라고 판시하고 있다. 미국 국내법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사용료를 낳는 재산의 사용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내외를 구분하지만,
특허권처럼 법에 의해 창설되는 권리는 그 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32) 김석환(주 96), 401. (위 글에서는, 특허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창설되는 권리의
사용지를 어디로 볼지에 관하여, “미국의 법령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으나 판례나 행정해석 및 학설은 일관되게 해당 특허발명이 등록되어 그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국가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33) 정광진,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
득”, 대법원판례해설102호, 법원도서관, 2015, 80.

134) AMP, Inc. v. U.S., 492 F.Supp. 27 (1979) (Westlaw)
135) AMP, Inc. v. U.S., 492 F.Supp. 27, 28-29면 (1979) (Westlaw)
136) 이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문제되는 것이라는 점은 AMP, In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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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쟁점에 관한 첫 번째 문제는 위 돈이 특허권의 양도대가인지, 사

용료소득인지의 구별이었는데, 이에 대해 위 판결에서는 위 돈을 사용료소

득으로 보아 미국 연방세법 제862조 (a)항 (4)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138)

나아가 위 판결에서는 만일 위 돈을 특허권의 양도대가로 볼 경우

에 대한 가정적 판단도 하였다.139) 즉, ‘특허권은 그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쟁점 특허권은 미국 외에서만 존재한다.’140)

는 논리를 전제로 하면서, ‘특허권을 이용한 제조와 그렇게 제조된 상품의

판매는 물론 금원 지급까지 모두 미국 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특허권의

위와 같은 특성 등에 비추어, 특허권의 양도는 미국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141)

3) 위 판결의 가정적 판단은, 문제되는 돈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양도

대가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 핵심적 이유도 결국 특허권의 양도가

미국 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지인 사용

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선언하였다고 보기

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 판결에서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논리적 전제로 삼아 이를

U.S., 492 F.Supp. 27 (1979) (Westlaw) 중 28면의 각주 2)에 나타난다[AMP,
Inc. v. U.S., 492 F.Supp. 27, 28면 (1979) (Westlaw)]. [원문으로는, (…생략…)
However, the Code also contains a limitation on the amount of tax credit
allowed, (…생략…). It is the amount of this limitation which is at issue.]

137) AMP, Inc. v. U.S., 492 F.Supp. 27, 28면 (1979) (Westlaw)
138) AMP, Inc. v. U.S., 492 F.Supp. 27, 31-33면 (1979) (Westlaw)
139) AMP, Inc. v. U.S., 492 F.Supp. 27, 33-35면 (1979) (Westlaw)
140) AMP, Inc. v. U.S., 492 F.Supp. 27, 34-35면 (1979) (Westlaw) [원문으로는,

(…생략…), patents only have effect in the country under whose laws they
are issued. Hence, the patents at issue here only existed outside the United
States.]

141) 구체적인 내용은 AMP, Inc. v. U.S., 492 F.Supp. 27, 35면 (1979) (We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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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이러한 특허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권과 관련한

원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

러한 의미에서 위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견해를 이해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3. 무형자산이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경우

가. 안분에 관한 원칙과 증명책임

무형자산이 미국 내와 미국 외에서 모두 사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자는 원천지 결정을 위해 사용료 소득을 적절하게 안분하여야 한다. 이러

한 안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미 연방세법 제863조 (b)항142)의 원

142) 원천지 판정에 대한 특칙이다.
26 U.S.C.A. §863. Special rules for determining source
(b) Income partly from within and partly from without the United

States.--In the case of gross income derived from sources partly
within and partly without the United States, the taxable income may
first be computed by deducting the expenses, losses, or other
deductions apportioned or allocated thereto and a ratable part of any
expenses, losses, or other deductions which cannot definitely be
allocated to some item or class of gross income; and the portion of
such taxable income attributable to sources within the United States
may be determined by processes or formulas of general apportionment
prescribed by the Secretary. Gains, profits, and income--

(1) from services rendered partly within and partly without the United
States,

(2)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inventory property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865(i)(1)) produc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taxpayer
within and sold or exchanged without the United States, or produced
(in whole or in part) by the taxpayer without and sold or exchanged
within the United States, or

(3) derived from the purchase of inventory property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865(i)(1)) within a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sale or exchange with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treated as derived partly from sources within and partly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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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따라야 하고, 합리적으로 이를 안분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다.143)

나. 그런데, 라이선스 계약에 그러한 안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미국 내 사용료 소득과 미국 외 사용료 소득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안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144)

첫 번째는, 미국과 캐나다에 소설을 연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한

꺼번에 사용료 소득이 지급된 경우에 관한 Wodehouse v. Comm'r, 178

F.2d 987 (4th Cir. 1949) 사건인데, 연방 제4항소법원은 조세법원에 발행

부수, 전문가 증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경제적 통념 등에 따라 안분하도

록 명하였다.145)

두 번째는, 전 세계에 단편소설을 연재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한꺼

번에 사용료 소득이 지급된 경우에 미국과 미국 외 원천소득이 문제된

Sax Rohmer, 14 TC 1467 (1950) 사건인데, 조세법원은 발행부수와 전문

가 증언에 기초하여 안분하였다.146) 최근의 Retief Goosen, 136 TC 547

(2011) 사건에서도 미국 내 원천과 국외 원천 사이의 안분을 주장한 원고

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147)

4. 재차 이루어진 라이선스148) 사용료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149)(Cascading

sources without the United States.
143) Joel D. Kuntz, Robert J. Peroni(주 113), A.2.03[7][b]
144) Joel D. Kuntz, Robert J. Peroni(주 113), A.2.03[7][b]
145) Joel D. Kuntz, Robert J. Peroni(주 113), A.2.03[7][b]
146) Joel D. Kuntz, Robert J. Peroni(주 113), A.2.03[7][b]
147) 김석환(주 96), 406.
148) 특허법상의 실시허락, 저작권법상의 이용허락, 상표법상의 사용허락은 동일한

개념인데(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제3판, 2013, 653-654.), 우리
법은 위와 같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위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
어를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영문 ‘license’를 소리 나는 대로 읽은 ‘라이선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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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alties Problem)

사용지주의는 그 자체로 중복과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

다고 지적되고 있다.150) 다음의 미국 조세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관해 살

펴본다.

가. SDI Netherlands B.V. v. C.I.R. 107 T.C. 161 (1996) 사건의 개요151)

1)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버뮤다 법인인 SDI Bermuda의 자회사

인데, 미국 법인인 SDI USA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SDI Bermuda는 자

신의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허락하였고, 원고는 다시 SDI USA에게 ‘미국 내에서’ 위 소프트웨어를 이

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였다.

원고는 SDI USA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받은 사용료의 일정

비율을 SDI Bermuda에게 지급하였다.

2) SDI USA가 미국에서 지급한 사용료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사

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미국원천소득이기는 하지만, 당시 미국과 네

덜란드가 체결한 조세조약 제9조 (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내지 법

인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타방 체약국의 과세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여152)

는 표현을 사용한다.
149) ‘Cascading tax’는 ‘중복과세’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이창희(주 2),

560.], 사용료에 관한 사용지주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점의 성격을 보다 구
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150) 이창희(주 2), 586.
151) 이에 대해서는, SDI Netherlands B.V. v. C.I.R. 107 T.C. 161, 161-166면

(1996) (Westlaw) 및 Philip F. Postlewaite, David L. Cameron, Thomas
Kittle-kamp(주 112), 14.02[5] 참조.

152) UNITED STATES-NETHERLANDS INCOME TAX CONVENTION
ARTICLE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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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었으므로153), SDI USA가 원고에게 지급

한 사용료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었

다.154)

그런데, 미국 국세청은 행정해석155)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SDI Bermuda에게 지급한 사용료도 미국 원천소득의 성질을 유지하므로,

원고는 미국 연방세법 제1442조 (a)항156), 제1441조 (a)157)에 따라 원천징

수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158) 한편,

미국 국세청이 위 통지에 기해 어떠한 과세처분까지 나가지는 않은 상태

였지만, 법원은 본안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 원천징수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159)

(1) Royalties paid to a resident or corpor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생략…)
[UNITED STATES-NETHERLANDS SUPPLEMENTARY INCOME TAX
CONVENTION, 1967-2 C.B. 472 (IRS FIA), 1966 WL 1503 (Westlaw)]

153) 단, 위 조세조약 제9조 (3)항과 (4)항에는 예외 내지 제한조항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다.

154) SDI Netherlands B.V. v. C.I.R. 107 T.C. 161, 170면 (1996) (Westlaw)
155) Revenue Rulling 80-362
156) 26 U.S.C.A. § 1442 Withholding of tax on foreign corporations

(a) General rule.--In the case of foreign corporations subject to taxation
under this subtitle, there shall be deducted and withheld at the source
in the same manner and on the same items of income as is provided in
section 1441 a tax equal to 30 percent thereof. (…생략…)

157) 26 U.S.C.A. § 1441 Withholding of tax on nonresident aliens
(a) General rule.--(…생략…) all persons, (…생략…) having the control,

receipt, custody, disposal, or payment of any of the items of income
specified in subsection (b) [(b)항에는 ‘royalties'가 포함되어 있다] (to
the extent that any of such items constitutes gross income from
sources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ny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of any foreign partnership shall (…생략…) deduct and withhold from
such items a tax equal to 30 percent thereof (…생략…)

158) 통지 당시에는 1441조 (a)항만 기재되었는데, 판결에서는 ‘이는 단지 세율을 표
시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SDI
Netherlands B.V. v. C.I.R. 107 T.C. 161, 168면 (1996) (Westlaw)]

159) SDI Netherlands B.V. v. C.I.R. 107 T.C. 161, 166면 (1996) (Wes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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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조세법원의 판단

미국 조세법원은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만일 국세청

의 주장처럼 법을 해석한다면, 사용료의 지급이 일련의 연결된 실시권자들

을 따라서 흘러갈 때 같은 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세를 중복해서 물릴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만일 미국-네덜란드 조약이 없었다면 SDI

USA가 지급한 사용료는 두 번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입법의도

가 이러한 중복과세(Cascading)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160)161) 이러한 이유 등을 근거로 원고가 SDI Bermuda에 지급한 사

용료는 미국 내에 원천을 둔 것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162)

다. 위 조세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1) 위 조세법원의 판결은, 원천지 판정의 기준으로 사용지주의를 해석

함에 있어, 사실상 역외적용이나 추적과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2) 미국에서는 위 SDI 판결에 대해서, ① 미국 연방세법이 사용지 기

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외국법인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사용료 소

득의 원천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점, ② 판결의 결론이 사용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미국 연방세법 제861조 (a)항 (4)호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유

160) SDI Netherlands B.V. v. C.I.R. 107 T.C. 161, 176면 (1996) (Westlaw); 이창희
(주 2), 588-589.

161) 한편, 네덜란드 법인이 단순한 도관이라는 미국 국세청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2) 결국, 원고는 원천징수를 누락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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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비판이 있다고 한다.163)164)

먼저 첫 번째 비판에 관하여 본다. 위 사안에서 만일 SDI Bermuda

가 미국-네덜란드 조세조약의 혜택에 편승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를 도관회사165)로 삼아 이를 통해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실질

163) 김석환(주 96), 404.
164) 이창희(주 2), 588.
165) 미국 연방재무부 규칙[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중 미국 연방세

법에 대한 Title 26. Internal Revenue 부분을 말한다] 제1.881-3조는, 미국 연
방세법 제7701조 (l)항의 위임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금조달계약에 끼
어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체를 도관(Conduit entity)으로 보아 그 단체의
개입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위 연방재무부 규
칙 제1.881-3조에서 말하는 자금조달계약(Financing arrangement)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 뿐 아니라, 자산을 빌려주거나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
하는 일련의 거래도 포함되므로, 무형자산을 이전하거나 무형자산 사용권을 부
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미국 연방재무부 규칙 제1.881-3조 제(a)항 제(4)호 (i)목은 ① 자금조달계약
에 중간 회사가 참여함으로써 연방세법 제881조에 다른 과세부담이 줄어들 것
(A), ② 자금조달계약에 중간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세회피계획을 추구하기
위한 것일 것(B), ③ 중간 회사가 자금조달을 하는 회사 또는 자금조달을 받는
회사와 관계되어 있거나[(C)의 (1)], 만일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가 자금조달거
래에 임하지 않았다면 그 밖의 다른 조건은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에 그 중간
회사가 자금조달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C)의 (2)]을 일반적인 판단기준으
로 삼고 있다. 그리고 미국 연방재무부 규칙 제1.881-3조 제(a)항 제(4)호 (ii)
목은 중간에 개재된 회사가 여럿일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각 회사가 도관회사
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여러 중간
회사들을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②
조세회피계획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의 고려요소에 관해서는 미
국 연방재무부 규칙 제1.881-3조 (b)항 (2)호 각 목에서, 세 부담 감소의 심각
성(Significant reduction in tax), 자금조달 능력(Ability to make the advance),
자금거래의 시간적 간격(Time period between financing transactions),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자금거래가 있는지(Financing transaction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미국 연방재무부 규칙 제1.881-3조 (b)항 (3)호에서는, 중간 회사가 자
금조달을 하는 회사 또는 자금조달을 받는 회사 중 하나 또는 위 양 회사 모
두와 관련되어 있고, 자금조달계약을 구성하는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
로 중요한 역할(Significant financing activities)’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금조달계약은 조세회피계획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추정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위 호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무형자산 사용료
와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면,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하여 벌어들인 사용료가 중간
회사의 적극적인 사업활동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중간회사가 그러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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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원칙에 따라 SDI USA가 SDI Bermuda에게 사용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SDI USA에게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법인을 통해 사용료 소득의 원천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판하는 견해가 주장하는 불합리는 생기지

않는다.

두 번째 비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세법원의 판결은 사용지 기준

을 정하고 있는 미국 연방세법 제861조 (a)항 (4)호에 반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SDI USA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그 대상인 권리가 미국 내에

서 사용되었으므로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임이 분명하고, 이 점에 대해

아무런 다툼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이러한 미국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스스로가 그

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일 뿐이다.166)

결국, 위 조세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Ⅱ. 독일

1. 법률의 규정

독일의 소득세법은 제8장에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는데167),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독일 소득세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6

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66) SDI Netherlands B.V. v. C.I.R. 107 T.C. 161, 176면 (1996) (Westlaw)에도 유

사한 취지의 설시가 나온다. [원문으로는, (…생략…) U.S. agreed to forgo
taxing royalties and to allow them to be taxed by The Netherlands.
Whether or not The Netherlands actually taxed the royalties is irrelevant.]

167) 국세청, 독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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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68)에서 임대 및 대여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과세대상 중 하나

로 동산인 사업용 자산 또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169)

위 독일 소득세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이러한 과세대상 자산

이 ① 독일 내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② 독일 내의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③ 독일 내의 사업장이나 다른 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 된다.170)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위 ③이 문제가 될 것이므로, 결국 독일 국내법의

경우에도 미국과 같이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사용지의 의미

독일 연방조세법원은, 독일의 내국회사가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등록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덴마크와 노르

웨이에서 판매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171), 판매를 통한 권

리의 사용을 국내사업장에서 하였다면 국내원천소득임을 인정할 수 있으

168) § 49 Beschränkt steuerpflichtige Einkünfte
(1) Inländische Einkünfte im Sinne der beschränkten Einkommensteuerpflicht
(§ 1 Absatz4) sind
(…생략…)
6. Einkünfte aus Vermietung und Verpachtung (§ 21), soweit sie nicht zu
den Einkünften im Sinne der Nummern 1 bis 5 gehören, wenn das
unbewegliche Vermögen, die Sachinbegriffe oder Rechte im Inland
belegen oder in ein inländisches öffentliches Buch oder Register
eingetragen sind oder in einer inländischen Betriebsstätte oder in einer
anderen Einrichtung verwertet werden;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 중 독일의 법률정보에 게시된 독
일 소득세법 참조(2016. 10. 20. 방문)]

169) 박종수,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과세상 취급에 관한 소고 - 독일
및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30(2),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 153.

170) 박종수(주 169), 153.
171) 다만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특허권 등록지국에 현지법인이나 외국사업장을 설

치하지 않은 경우로 보인다[정광진(주 133), 84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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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사업장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172)하였다.173)174)

위 판결을 들어서, 외국에만 등록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에 지

급하는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175)가 있는데,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위 판결에서 제

조행위가 아닌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원천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일본

1. 소득세법 제161조176)

일본 소득세법 제161조 제11호177)는 ‘국내에서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172) BFH v. 23. 5. 1973-I R 163/71, BStB1 II 1974, 287.
173) 정광진(주 133), 84.
174) 박종수(주 169), 159-160.
175) 박종수(주 169), 161-162.
176) 법인세법 제138조를 살펴보지 않고, 일본 소득세법의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4년 개정되기 전의 일본 구 법인세법 제138조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해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다. 즉, 제1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모든 국내원천
소득을 포괄하는 것과, 제2호에서 제11호까지 제1호에서 규정한 것 가운데 원
천징수의 대상인 것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개정으로 일본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즉, 첫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둘째는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
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묶여진 소득은 각각 달리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었
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138조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되어 있던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의 개념에서 삭제되었다(위와
같이 삭제된 이유는, 그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
되지 않는 이상, 소득세의 원천징수로 완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의 내용은, 和英対訳法人税法(2016), 公益財團法人 租稅資料館, 677면 참
조. www.sozeishiryokan.or.jp 2016. 12. 17. 최종방문]

177) 일본 소득세법 제161조　この編において「国内源泉所得」とは、次に掲げるも
の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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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다음의 사용료 또는 대가로서 당해 업무에 관한 것’을 국내원천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공업소유권 그 밖의 기술에 관한 권리, 특

별한 기술에 의한 생산방식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것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

에 의한 대가’를, (나)목에서 ‘저작권(출판권 및 저작인접권 그 밖의 그것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에 의한 대가’를 들고 있

다.178)

이 규정에 대하여 일본의 일반적인 학설은 사용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179)180) 생각건대, 이러한 학설은 일본 소득세법 제161조

제11호의 뒷부분 즉, ‘국내에서 업무…로서 당해 업무에 관한 것’이라는 요

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무형자산이 국내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국내 업무 관련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

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사용지의 의미

가.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실

(…생략…)
十一　 国内において業務を行う者から受ける次に掲げる使用料又は対価で当該業

務に係るもの
イ　 工業所有権その他の技術に関する権利、特別の技術による生産方式若しく

はこれらに準ずるものの使用料又はその譲渡による対価
ロ　 著作権（出版権及び著作隣接権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を含む。）の使用

料又はその譲渡による対価
ハ　機械、装置その他政令で定める用具の使用料
[제일법규(第一法規)법률정보(D1-Law.com) 참조. 2016. 11. 13. 최종방문]

178) 그 밖에 (다)목은 ‘기계, 장치 그 밖의 정령(政令)이 정하는 용구의 사용료’를
들고 있다.

179) 김석환(주 96), 408.
180) 이와 달리, 일본의 국내법이 업무지 기준을 규정한 것은 사용지 기준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의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실시권자의 거주지국을 원천지국으로 정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김석환(주 96),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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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정공(シルベ一 精工) 사건 판결 이후에, 특허 등 등록이 필요한 지적재

산권의 경우 그 사용의 전제로서 해당 국가의 법률상 특허로서의 법적 지

위가 부여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었다는 견해181)182)가 있다.

나. 실버정공(シルベ一 精工) 사건 판결183)

1) 사안의 개요184)

일본법인인 원고는 프린터 등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미국에 자회

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에 제품을 수출하였고, 그 자회사는 수입한 제품

을 미국 등에 판매하였다. 한편 미국법인 A는 미국 등에 프린터 기술 관련

특허권을 등록한 상태였는데(일본에는 특허출원 중이었다), A는 원고의

자회사가 자신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신청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A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A는 원고가 사

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미국 특허권에 기하여 전 세계에서 프린터 등

을 제조하고 미국 내에서 프린터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등의 비독점적 실시

권을 허락하는 한편, 위 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A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일본

국세청은 위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천

징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81) 김석환(주 96), 410.
182) 다만 일본의 경우 2004년 미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시부터 OECD 모델 조세조약

을 좇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 과세를 면제하고 있고, 이를 점차 확대
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 쟁점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김석환(주 96), 411.]

183) 最高裁判所 平成 11年(行ヒ) 第44號 平成 16. 6. 24.(2004. 6. 24.) 判決
184) 정광진(주 133), 82면의 내용과 김석환(주 96), 409면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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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쟁점은,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사용료가 일본 국내원천소득

인지 여부였다.

2)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185)

다수의견은, ‘위 화해계약의 목적은 미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미국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여 A가 프린터 등을 미국에 수출함에

있고, 위 계약의 내용은 계약 효력 발생 전 이루어진 특허침해에 대한 대

가와 함께, 계약 효력 발생 후 위 미국 특허권에 근거하여 미국 내에서 프

린터 등을 판매하는 특허실시권을 허락받는 조건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사용료는 미국 내에서 프린터 등을 판매하는 데에 관한 미국

특허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고의 일본 내에서의 업무에 관하여

지불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관 2인의 소수의견은, ‘위 사용료는 원고가 일본에서

프린터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데에 대한 미국 특허권의 내용을 이루는

기술 등의 실시허락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

지로 판시하였다.

다. 검토

위 판결의 사안은 아래 제3장에서 살펴볼 우리 대법원 판결들의 사안

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허권의 사용지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

는지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화해계

185) 정광진(주 133), 82-83면의 내용과 김석환(주 96), 409-410면의 내용을 요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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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목적과 내용을 해석하여 그 사용료가 미국 특허에 기하여 미국 내에

서 프린터 등을 판매하는 데에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석의

문제로 사건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만으로는 특허권의 사용지로 인정되기 위해서 해당 국

가에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일본의 명확

한 법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가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해석하여 위와 같은 사용료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을 선

언하였고, 이러한 결론은 특허권의 사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

허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결론을 같이한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정리

미국, 독일, 일본은 모두 무형자산 사용료의 원천지 판정기준으로 사용

지 기준을 택하고 있는데, 그 사용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이나 상표권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

가 보호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품 제조지가 아닌 판매지가 사용지로 취

급되고, 특허권, 노하우, 기타 이와 유사한 공정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

지만 대체로 판매지를 사용지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사용지는 그 특허권이 등

록된 나라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용지주의의 논리를 맹목적으

로 따른다면 라이선스가 재차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료

에 대해 중복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법률해석을 통해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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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특허권의 사용지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독일 법원은 특허권의 사용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제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그 법률의 규정 형식과 문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국내업

무관련성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사용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사용지의 의

미에 관한 쟁점이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되지는 않고 있고, 쟁점이 문제된

경우에도 사용지 즉, 일본법의 국내업무관련성에 관한 법률해석의 문제보

다는 계약해석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내에 미

등록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용료에 대해 계약 내용과 목적을 해

석하여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다.

제4절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지 판정

기준

Ⅰ. 우리 법인세법

1.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186)는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86)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
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
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
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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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

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2.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의미

앞에서187) 본 것처럼, UN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전문(前文)은 ‘사

용료의 지급인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그 체약국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여 사용료 지급인의 거주지국에 원천

을 인정하는 지급지주의를 정하고 있는 점, 같은 항 후문(後文)은 지급인

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등에 의해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고정사업장 등이 그 사용료를 부

담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 등의 소재지에 원천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렇게 창안된 지급지주의가 세계 각국에 보급되었다는 점188)을 종합하면,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의미는 돈을 주고받는 장소라는 뜻

이 아니라, 지급자가 우리나라 거주자 내지 법인이거나189)19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는 뜻이다.191)

3.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지급자거주지주의) 병용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
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
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생략…)

187) 제2장 제2절 Ⅱ의 2항 참조.
188) 정광진(주 133), 76.
189) 이창희(주 2), 585.
190) 정광진(주 133), 76.
191) 이창희(주 2), 585.



- 63 -

가. 결국 우리 법인세법에 따르면, 무형자산 소득의 원천구분은 무형자

산의 사용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사용대가 내지 양도대가의 지급자가 우리

나라 거주자 내지 법인이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이

루어진다.192)

즉, 무형자산의 사용장소가 국내이거나 또는 그 사용대가 내지 양도대

가의 지급자가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법인이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고, 무형자산의 사용장소가 국내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사용대가 내지 양도대가의 지급자가 우리나라 거주자

내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법인세법은 사용지(place of use)주의와 지급지주의

내지 지급자거주지(place of payer)주의를 병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세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평

가된다.193)

나. ‘사용’ 또는 사용‘장소’의 의미는 무형자산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

인데,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사용지주의를 택한 다른 나라들에서의

논의들 특히, 제2장 제3절 Ⅰ의 2 내지 4항에서 살펴본 미국에서의 논의들

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 특허권의 속지주의와 관련한 ‘사용’의 의미에 관해서는 논의의 체계

상 제3장 제1절 Ⅱ항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일

192) 이창희(주 2), 564, 585.; 이창희, “지적재산권의 국제조세 문제”, 회계학논총 제
5권, 동국대학교 회계연구소, 1996, 122.

193) 정광진(주 13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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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 논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 ‘사용’의 일반적 의미를 살펴본

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특허권이라는 개념을 특허법에서 차용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개념은 특허법의 개념대로 풀이함이 원칙이고,194) 따

라서 특허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특허법에 정해진 특허권을 그에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

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특허법 제94조), 결국 특허권의 사용은 이

러한 실시를 의미하고, ‘실시’란 ①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

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195)

을 하는 행위, ②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③ 물

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196)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3호).

4.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전문의 의미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전문(前文)은,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를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므로, 확

인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197)

194) 이창희, 세법강의(제14판), 박영사, 2016, 81면에서는 “세법을 만들면서 민사법
상의 개념을 빌어다 쓰고 있는 이상 이는 민사법의 개념대로 풀이함이 원칙이
다.”라고 한다.

195)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196)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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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

우리 법인세법은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사용

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례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와

같이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를 병용하는 우리 법인세법의 입장은 지급

지주의를 채택한 UN 모델 조세조약과 사용지주의를 채택한 미국 모델 조

세조약 모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우리

가 체결하는 조세조약의 개별적인 내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면

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가 체결하는 조세조약의 개별적인

내용에서 사용지주의를 따르는 경우이든, 지급지주의를 따르는 경우이든,

우리의 국내법에 따른 과세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므로, 체약 상대

국과의 관계와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따라 적절한 원칙을 채택하여 조세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Ⅱ.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1. 지급지주의를 따른 경우와 사용지주의를 따른 경우

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사용료의 지급자가 거주하

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일하게 한미조세협약에서는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98)199)200)201)202) 이는

197) 이창희(주 2), 585.
198) 국세청(주 2), 271.
199) 영문본으로는,



- 66 -

앞서 제2장 제3절 Ⅰ항 중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미국 모델 조세조약 제12

조 제6항과 같은 취지인바, 사용지주의를 택한 미국(타방체약국)의 모델

조세조약을 따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사용지주

의를 따르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국내법의 입장과도 같다.

결국, 사용지주의에 따른 과세는,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한, 한미조

세협약에서만 문제된다.

나. 또한,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조약에서도, 그 사용료의 지

급의무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그 사용료

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그 지급인의

거주지국과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203)

이는 앞서 본 UN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제7조 제1항과 취지를

Article 6 SOURCE OF INCOME
For purposes of this Convention :
(3) Royalties described in paragraph (4) of Article 14 (Royaltie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property (…생략…) described in such
paragraph shall be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ly if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such
property within that Contracting State.

200) 이전에는 태국과의 조세조약에서도 사용지주의를 취하였다. 개정세법해설(2009
년) 중 ‘6.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제8.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
소득 범위 개선’ 부분 참조.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elib/pub_view.jsp 2016. 11. 1. 방문]

201) 이에 대해 “한미조세협약이 사용기준만을 채택하고 지급기준을 원칙적으로 배
제하였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특별히 지급지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대부
분의 경우 사용지가 지급지가 될 것이 자명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취
하는 지급기준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
한다.”는 견해도 있다[박종수(주 169), 175-176.].

202) 2013. 11. 4.경을 기준으로, 원천지국 면세를 정한 조약체결국도 5개국이라고 한
다[김석환(주 96), 398].

203)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주 2),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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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조세조약에서 정한 사용료 소득의 내용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용료 소득의 내용

은 각 조약마다 조금씩 다르다.204) 또한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달리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205), 조세조약에서 이러한 무형자산 양도대가를 사용료에서 제외하

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가는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206)

3. 검토

204)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주 2), 270-271면 참조.
205)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를 사용료에 포함하고 있는 예로, 한미조세협약을 살펴보

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사용료의 의미를 정하고 있는데, (a)호는
‘…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들고 있고,
같은 항 (b)호 전문(前文)은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
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
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 중 하나로 들고 있다.
Article 14.【 ROYALTIES 】
(4)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 Payment of any kind made as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생략…) ; and

(b) Gains derived from the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of any
such property or rights (other than ships or aircraft) to the extent
that the amounts realized on such sale, exchange, or other disposition
for consideration are contingent on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r such property or rights. (…생략…)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bilateral/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2. 17. 방문)

206) 국세청(주 2),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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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모두 지

급지 기준을 따르고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

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의 경우에도,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 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

하여 발생되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될 경우에는 우

리나라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권이 인정되며, 이는 UN 모델 조

세조약의 취지에 부합한다.

결국 남는 문제는, 우리나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무형자산의 사용료

를 지급하는 경우, 그 무형자산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 과세권을 인정할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전부터 최근까지

문제되고 있는 특수한 문제에 관해서 제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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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

제1절 문제점 및 특허권의 속지주의

Ⅰ.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한미조세협약의 경

우에는 무형자산 사용료에 관하여 사용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무형자산 사용료의 경우에, 그

무형자산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원천이 인정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고, 반면에 그 무형자산이 우리나라에서 사용

되었다면 우리나라에 원천이 인정되어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결

과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도록 문제되어 온 쟁점이 바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

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 그러한 국내 미등록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

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과세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이는

특허권 ‘사용’의 의미에 관한 쟁점과 무형자산의 개념에 관한 쟁점이 결합

된 문제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그 전제로서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검토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신설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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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허권의 속지주의

앞서 제2장 제4절 Ⅰ항 중 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

서 말하는 특허권의 개념은 특허법의 개념대로 풀이함이 원칙이고, 특허권

을 사용한다는 것은 특허법에 정해진 특허권을 그에 정해진 용법대로 사

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특허권의 사용은 특허법상의 실시를 의미

한다.

문제는,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특허법 제87조207)), 그 논

리적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특허권의 속지주의208)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은

그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만 미치고 특허권의 성립·변동·소멸

및 그 보호는 모두 그 권리를 인정한 나라의 법률에 의한다’는 것이다

.209)210) 다시 말하자면, 각국은 외국의 법률에서 인정된 특허권을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동일발명에 관해서 외국에서도 특허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아 특허권을 취득하여야 한다.211)

207)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208) 영문으로는 'territoriality'라고 하고[정상조·박준석(주 148), 623.], 독일어로
‘Territorialitätsprinzip’이라고 하며, 이를 ‘지역성의 원칙’이라고 번역하기도 한
다[송영식 외 6인,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제2판, 2013, 523.].

209) 송영식 외 6인(주 208), 523.
210) 참고로, 상표법의 속지주의에 따르면, 상표등록이 금지되는 저명상표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국내의 거래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상품교역의 국제화에
따라서 외국의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의 요구가 커지고 국내적으로도 저명상표
의 명성에 무임편승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의 상표등록은 일종의 부정경쟁행
위로서 저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 하에 국내외의 저명상
표를 보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는데[정상조·박준석(주 148), 623.], 현재의 상표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
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가 이에 해당한다.

211) 송영식 외 6인(주 208),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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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속지주의의 논리적 귀결로, 동일 발명에 관해서 권리를 인정한

나라의 수에 따라 별개의 특허권이 복수로 성립하게 되고, 각국에서 성립

한 특허권은 각각 별개로 독립한 권리이며 어느 한 나라의 특허권의 성립,

변동, 소멸은 다른 나라의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12)

결국, 각국의 특허법과 그 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할 권리는 각국에 독립

적으로 존재하여 지역적 제한을 지니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

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

한 권리는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

다.213) 따라서, 앞서 제2장 제3절 Ⅰ항 중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미국에서의

법리와 같이,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그 등록된 나라에서만 존

재하게 되므로,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사용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나

라에 그 특허권이 등록되어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

지 않은 나라에서는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허권 사용이라는 개념

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제2절 개정 전 법령에서의 판례

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1. 사안의 개요214)

212) 송영식 외 6인(주 208), 523. 이를 일국일특허주의(一國一特許主義)라고 하며,
이는 파리조약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특허독립의 원칙이다[송영식 외 6인(주
208), 523-524].

213) 조일영(주 73), 456.
214) 임승순, “국내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법인의 특허물질을 사용한 제

품을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7호, 법원도
서관, 1992, 820면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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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A회사215)는 자동차의 부품에 사용되는 어떤 물질(이하 ‘특허

물질’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국 내에 특허권등록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에

서는 특허권등록을 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특허물질이 부품에 포함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 자(子)회사인 B회사를 통하여 이를

미국에 판매함에 있어, B회사가 특허권 사용료로 A회사에 지급한 돈216)을

B회사와의 사전보상약정에 따라 B회사에 지급하였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B회사에 지급한 위 돈은 원고 회사가 국내에서 사용한 특허권의

대가로 외국법인인 A회사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A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이

므로, 원고에게 그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판결의 요지217)

가. 특허권의 속지주의와 특허권의 효력범위

특허권은 국가에 의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특허출원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각국의 특허법과 그 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할 권리는 각국에 있

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지역적 제한을 지니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특허

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

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

이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215) A회사는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다.
216) 자동차 한 대당 미화 57센트
217) 편의상 임의로 단락을 나누고 작은 제목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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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에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효력

따라서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

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허제품 사용 자체에 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규정의 해석

결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218)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

해 대가로 인한 소득 이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

권 등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

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

된다 는 규정의 의미는 어느 것이나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

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

라. 위 해석에 따른 사안의 해결

218)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
항 제9호 (가)목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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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략…) B회사가 A회사에 지급한 특허사용료는 원고가 생

산한 자동차가 미국에 수입, 판매되어 A회사가 미국 내에서 가지는 특허

실시권을 침해 또는 사용한데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 A회사의 특허물

질을 대한민국에서 사용한 데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

로 이는 A회사의 미국 내의 소득이 될지언정 대한민국에 원천을 둔 소득

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

위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 특허권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제품의 수출

에 관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문제와 관련된 최초의 판례이다.219)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러 견해

가. 찬성하는 견해

1) 특허권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법리에 충실한 판결이라는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220)

특허권의 속지주의적 성격과 관련하여볼 때,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석

론은 타당하다고 하면서, A회사로서는 특허물질이 사용된 자동차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는 그 생산지가 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나라

가 아닌 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또 누구에 의하여 생산된 것인지에 관

하여도 관심이 없다는 점, 만일 원고와 관계없는 미국법인이 원고로부터

219) 임승순(주 214), 827.
220) 임승순(주 214), 8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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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 경우 사용료의 지급주체

는 원고가 아니라 그와 같이 수입하는 미국법인이 될 것이라는 점 등221)을

덧붙이고 있다.

2) 특허사용료 지급자 확정의 문제를 먼저 검토하면서, 위 대법원 판

결은 속지주의라는 특허법의 원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타당하다

는 견해222)

위 견해는, 이 사안에서 A회사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한 자가 원고라

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은 B회사임에도 불구하

고, B회사의 모회사인 원고를 사용료의 지급자로 보자면, B회사의 법인격

을 부인하든가,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견

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사안의 경우 법인격부인 법리가 적용

될 경우도 아니므로, 사용료의 지급자를 B회사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

다.223)

나아가 위 견해는 사용료의 원천을 사용지주의에 의하여 판단하면

위 특허권은 B회사가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221) 그 밖에도 “재무부 세제국에서 발간된 한미조세조약해설집에서도 ‘한국법인이
미국법인 소유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는 서독에 그 특허제품을 수출하기 위
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그 실시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사례’ 설명에서 당해
실시권이 사용된 장소는 서독이므로 당해 실시권의 대가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서의 과세관계는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임승순
(주 214), 826-827.].

222) 최선집, “국내미등록 기술사용료의 원천소득”, 논점조세법, 조세통람사, 1998,
312-340.

223) 이에 대해 임승순(주 214), 823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특허사용료가 A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인가의 문제를 검토한 이후에야 살펴볼 문제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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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224)

나. 비판적인 견해225)

이 견해는, 특허권 사용계약 이후에 발생한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는, 특허권침해에 대한 배상금과 달리 취급하여야 하고, 적어도 특허권 사

용계약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특허권을 한국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

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26)

5. 검토

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92년에 선고된 이 판결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판결 중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뒤에서 볼 두 개의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이 밝힌 특허권의 속지주의 개념

에 따른 결론을 피해 보려는 과세관청의 시도227)에 대한 평가였다.

나.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허권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속지주의의

224) 최선집(주 222), 336-337.
225) 임희택, “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대가의 원천지국에 관한 검토”, 법조

41권 11호(434호), 1992, 125-136.
226) 이 견해는 나아가, 원고가 A회사에 지급한 돈은 적어도 원고의 국내사업과 관

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당시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를 들고 있다)에 정해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한다. 이 부분에 관
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 즉, 무형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사용료소득과 양도소득
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의 문제를 넘어서고, 위 판결은 물론
이후에 살펴볼 판결들에서 문제된 쟁점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는 하지 않는다.

227) 첫 번째는 해석론을 통한 접근이고, 두 번째는 입법을 통한 접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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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특허권 사용료소

득의 사용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나라에 그 특허권이 등록되어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A회사의 특허권은 그 특허권이 등록된 미국에서만 존

재하고, 그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특허권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그 특허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① 미국에서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고려하여

특허권과 관련한 사용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례가 있고, 이

러한 판례의 논리를 확장하여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 사용료소

득의 사용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특허권이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

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②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

대법원의 위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서 특허권의 사용지로 인정되기 위해서

는 해당 국가에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

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화해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해석하여 결론적으

로 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가 일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국외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③ 독일 법원은 특허권의 사용지를 판단함

에 있어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 제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

로 검토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서 인정되는 법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다.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사용료가 체약상대국인 미국에 원천을

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원천을 둔 것인지 문제되는 국면에 있는 것

이므로, 미국의 법리를 존중하여 이와 모순되지 않도록 법령을 해석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228). 이러한 점에서도 미국의 판례 내지 법

리와 같은 취지로 설시한 위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228) 이러한 논리는 미국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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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에서 제시하는 논거 즉, 적어도 특허권

사용계약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자

면, 먼저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고려할 때

특허권 사용계약 이후 우리나라에서 원고가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A회사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에서의 제조행위에 미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Ⅱ.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1. 사안의 개요229)

원고는 전자기기 등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B회사는 원고의 자회사로 미국 현지법인인데,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였다.

그런데 B회사가 원고로부터 TV 등 전자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원고가 그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기술이 미국법인인 A회사가 미

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한 특허전용실시권230)을 침해하였

다는 이유로 A회사와 특허분쟁이 발생하였다.

위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B회사는 위 특허실시권의 침해 및 사용에 대한

대가로 A회사에게 특허실시료(Royalty)와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

고, 원고는 B회사와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에게 지급하는 특허실시료 등

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실시료 상당액을 B회사에게 송금하였고,

229) 조일영(주 73), 444-446면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230) 룩셈부르크 법인은 미국에 특허를 등록하였고, A회사는 위 룩셈부르크 법인으

로부터 위 특허의 미국 내 전용실시권을 허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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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는 이를 A회사에게 지급하였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실시료 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

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231)

이 사안은 앞서 Ⅰ항에서 본 대법원 판결232)의 사안과 사실상 같은 구조

이다.

2. 피고의 추가적인 주장233)

가. 제1심과 항소심에서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부터, 기존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

6887 판결의 사건에서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취지의 주장을 추가로 하였

다.

즉 피고는,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특허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234) (나)목이 정한 ‘노하우’ 및 한미조세협약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용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231) 다만, 가산세 부분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되었다.
23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233) 실제 사안에서 원고는 ‘과세관청이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실시료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비과세 세액증명서까지
발급해주었음에도, 피고가 지금에 와서 실시료 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
세대상이라며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예
비적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조일영(주 73), 446.]

23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내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9호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한다. 아
래 나항과 3항에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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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고이유의 논리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는 상

고이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다. 즉, “사용료소득의 국

내원천소득에 관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소정의 사용료소

득 발생대상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범위에는 특허권만을 포함하는 것

이 아니라 (가)목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와 함께 (나)목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도 포함하고

있고, 또 사용료소득의 원천지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6조

(3)항은 사용의 개념을 ‘사용(for the use of)’ 또는 ‘사용할 권리’로 구별하

여 규정함으로써 후자는 법적 권리가 수반된 형태를, 전자는 법적 권리가

수반되지 않는 사실상 사용의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심이 사용료소득의 발생대상 자산의 범위를 법적인 의미의 권리로만 축소

하여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235)

3. 판결의 요지236)

가. 기존 법리의 요약 설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237)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

235) 조일영(주 73), 447-448.
236) 임의로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였다.
237) 이 부분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중 ‘특허권은 국가에 의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특허출원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각국의 특허법과 그 법
에 따라 특허를 부여할 권리는 각국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지역적 제
한을 지니게 되므로’라는 부분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이라고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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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

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238)239),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240)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

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

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는 규정의

의미는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

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241)(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참조), (…)

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서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

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란 지적재산권의

238) 이 부분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중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설시와 동일하다.

23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의 설시 중 ‘외국에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부분 즉, “따라서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
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제품 사용 자체에 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를 생략하였다.

240)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9호 내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9호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재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해당한다.

241) 이 부분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중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
협약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규정의 해석’ 부분과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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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

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다. 사안의 해결

원고가 B회사를 통하여 A회사에게 지급한 위 실시료 및 화해금 상당

액은 B회사가 원고로부터 수입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이 B

회사의 미국 내에서의 위 특허실시권을 침해 또는 사용한 데에 기인한 것

이지 원고가 위 특허실시권 내지 특허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사용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또한 미국 내에서 특허등록되면서 공개된 이 사건 특

허기술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정보 및 노하우’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생략…)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

단은 정당하고, (…생략…) 위법이 없다.

4.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

위 판결에 대해서는 ① 특허법상의 ‘사용’의 의미와 세법상의 ‘사용’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할 근거가 없는데 원고가 특허기술을 사용한 지역에

는 제품을 생산한 국내가 포함되므로,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특허기술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점, ②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이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재산’의 개념에는 미등록된 특허권도 포

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는 비판적 견해242)가 있다.

242) 유철형, “2007년도 법인세법 판례 회고”, 조세법연구 (14-1), 2008, 4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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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

가. 쟁점 정리

문제되는 실시료 및 화해금 상당액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243) (가)

목에서 말하는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에서 정리되었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새롭게 문제되는 것은 위 실시료 및 화해금 상당액이 ① 법인세법 제

93조 제8호 (가)목 마지막 부분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문제244)와 ② 같은 호 (나)목의 ‘산업상 상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지의 문제이다.

나. (가)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해당’ 여부

1)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의미에 대해 살

펴보기 위해서는, 유사한 것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것들의 공통적인 성질

을 추출해내고, 문제되는 것이 그러한 공통적인 성질을 본질적인 부분에서

공유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유사한’ 것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것들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

243) 이하 현행법의 조문으로 표시한다.
244) 다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마지막 부분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

산이나 권리’ 중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특
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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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이고, 이들 자산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유형자산245)이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점,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권리자 내

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

기 때문에 그 사용이나 이전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

이라는 점 등을 찾을 수 있다.246)

2) 이를 기초로 보건대, 만일 어떠한 제조방법이나 제조기술, 그와 관

계된 정보가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위에서 본 공

통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어느 나라에 등록이 되어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버린

제조방법, 기술, 정보는, 적어도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

즉, 특허등록 국가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권과 분리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그 특허권과 분리하여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이 되어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버린 이상 그러한 제조방

법, 기술, 정보는 특허권의 가치에 포함되어 평가될 것이지 그 자체로 경제

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권과 구별되어 그 사용이나 이전이 일

어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이미 어떠한 나라에 등록이 되어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

버린 제조방법, 기술, 정보라도,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적

245) 필름이나 테이프 등은 물론 어떠한 내용을 담는 저장장치라는 외형적인 형태가
있고 그 가치도 분명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은 그에 담겨있는 내용
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246) 제1장 제3절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무형자산의 개념요소로 특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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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즉, 특허가 등록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특허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제조방법, 기술, 정보도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 활동

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에서 말하

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서도, 이러한 자산이라는 것이 과연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그 자체로 어떠한 경제적 가치가 있어 그

사용이나 이전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

여 심각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어떠한 나라에 등록이 된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버린 제조방법, 기술,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

되는 사안의 경우처럼 특허가 등록되지 않는 나라의 법인이 특허권자에게

실시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그 지급자가 특허권 등록지로

제조품을 수출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본질적으로 특허권 그 자체에 대

한 대가일 뿐이다.

4) 종합하면, 이미 어떠한 나라에 등록이 되어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

버린 제조방법, 기술, 정보는 그러한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떠

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93

조 제8호 (가)목이 말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47)

다. (나)목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

247) 다만, 특허권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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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 해당 여부

1)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는 ‘정보 또는 노하우’가 비

공개 정보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서 제1장

제3절 제Ⅲ항에서 보았듯이,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중

제11문단은 정보 내지 노하우에 관해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

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OECD 이전가격지침도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2001. 11. 1.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도 위 정보 또는

노하우에 관해 비공개 기술정보일 것을 요하고 있다.248) 또한, 우리 판

례249)도 이미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

가를 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그런데,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는 이미 특허

등록을 통해 공개되었으므로, 이는 비공개 정보일 것을 요하는 위 ‘정보 또

는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미국에만 등록되고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법인세

248)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은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을 말하는 것
으로 보인다)

24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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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말하는 ‘특허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이나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특허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

술, 정보 역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말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자산이나 권리’ 또는 같은 호 (나)목이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지급된 실시료 및 화해금 상당액은 우리 법인세

법 제93조 제8호가 들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고, 우리 국내법의 해석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에 나

아가 볼 필요가 없다.

마. 원고가 지급한 실시료 내지 화해금의 실질적 성격

그렇다면, 원고가 자회사인 B회사를 통하여 미국법인인 A회사에게

지급한 실시료 내지 화해금의 실질적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원고는 A회사의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였으므로 A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바 없고,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

된 특허기술은 이미 공개된 것이어서 국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

움이 없을 뿐 아니라 A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

다. 다만, 원고의 자회사인 B회사가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함으로써 비

로소 B회사가 A회사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어, A회사와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긴 것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B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실시료 내지 화

해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은, 원고가 B회사에게 미국 내 특허권을 침

해한 제품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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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250)

그런데, 원고와 B회사는 모자회사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이 책

임을 묻는다는 것이 그들 사이에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의

문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률적 측면이 경제적 실질을 올바로 반영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없지 않다.

오히려, 앞서 제2장 제3절 Ⅲ.의 2항에서 살펴본 실버정공(シルベ一

精工) 사건 판결251)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내

용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그 설시내용을 이 사건의 경우로

환원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이 미국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

미국 자회사인 B회사가 미국 내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미국 자회사인 B회사의 사업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하여 화해금을 지급한 것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할 수 없

다’252)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A회사에게 지급한 화해금

은, 그 자회사인 B회사가 원고로부터 수입한 전자제품을 미국에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없이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가 국내에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제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원고가 지급한 실시료 내지 화해금은 B회사가 미국에서 전자제

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법률상으

250) 정광진(주 133), 92면에서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의 사
안과 관련하여 ‘모회사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공급함으로써 현지법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미국 특허권 침해 또는 사용으로 인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 및 경제적인 부담은 모회사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모회사
가 화해대가를 지급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251) 最高裁判所 平成 11年(行ヒ) 第44號 平成 16. 6. 24.(2004. 6. 24.) 判決
252) 정광진(주 133), 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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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러한 대가의 지급은 불가피하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 실버정공(シルベ一 精工) 사건

판결253)에서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여 계약해석의 문제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제3절 개정 후 법령에서의 판례

Ⅰ. 법령 개정

위와 같이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현재 법인세법 제93조 제

8호 단서 후문254)에 해당하는 구 법인세법255)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이

신설되었다.

Ⅱ. 조세심판원의 입장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이 법인세법이 개정된 후 한미조세협약이 문제된

사안에서 일관하여,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

시행된 2009. 1. 1.부터 발생하는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그 특허권이

253) 最高裁判所 平成 11年(行ヒ) 第44號 平成 16. 6. 24.(2004. 6. 24.) 判決
254)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생략…)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
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
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
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생략…)

255)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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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256)

Ⅲ.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고 한다.)

1. 사안의 개요257)

가. 각 특허침해소송의 제기

S전자 주식회사(이하 ‘S전자’라고 한다)와 S전자의 미국 내 현지법인

들(이하 통틀어 ‘S전자 등’이라 한다)은 미국법인인 원고와 원고의 미국 내

모(母)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Delaware)

주(州)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S전자 등

은 원고 등이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원고

등은 S전자 등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S전자 등이 입은 모

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원고 등도 S전자 등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Texas) 주

(州) 연방지방법원에 S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S전자 등은 원고 등이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나. 화해계약

256) 박종수(주 169), 152.
257) 대상판결 사안에 대한 제1심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

3891 판결의 사실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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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과 S전자 등은 위 각 특허침해소송의 종료와 서로에 대한 특

허실시권의 허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위

각 특허침해소송은 종결되었다.

그 화해계약에는 ‘원고 등은 S전자 등에게 원고 등의 특허권에 관하

여, 또 S전자 등은 원고 등에게 S전자 등의 특허권에 관하여, 각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공, 수입할 수 있고 그 특허권의 방법을 실행할 수 있

는 실시권을 전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대

가가 완납된 실시권으로서 서로 허여한다’는 내용과 그 대가로 ‘S전자 등

은 원고 등에게 미화 1,4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러한 현금지급은 원고 등

이 특허권을 등록한 개개 국가에서의 제품 제조와 판매에 대하여 비율적

으로 배분된다. 그 개개 국가에 대한 비율은 위 현금지급 당시 해당 국가

에서 원고 등이 보유하는 특허권의 개수를 전 세계적으로 원고 등이 보유

하는 특허권의 총 개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화해대가의 지급 및 배분

S전자는 위 화해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그 약정대가인 미화 1,4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그 가운데 15%인 210만 달러를 원고의 법인세로, 그

법인세의 10%인 21만 달러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였고, 그렇게 원천징수

한 세금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화해대가를 지급받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총 894개

의 등록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지급받은 1,400만 달러를 위

화해계약의 배분약정에 따라 그 등록 국가별 특허권의 개수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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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의 경정·환급 청구 및 거부처분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화해대가 1,4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약 216억

원 중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인 약 2억5천만 원만이 우리

나라의 국내원천소득이고, 그 나머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약 213억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국외원천소

득이므로, 그러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를 경정·환급해달

라고 청구하였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피고는 원고에게 ‘S전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1,400만 달러는 국내원천

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

가. 제1심 법원의 판단258) - 원고 승소

제1심 법원은 먼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우리나라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

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우리나

라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이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을 들었다.

계속하여 제1심 법원은 우리 법인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

258)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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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3조 제9호 본문과 단서 후문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는,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외에서 등록한 특허권이 우리나라 내에서 사실상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범위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와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그 규정의 내

용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

구하고 조세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도 한미조세협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

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259)

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260) - 항소 기각

1) 항소심 법원은, 국내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

의 원칙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므로 논리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

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등

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란 특허

법상 특허권이 아니고, 국내 제조·판매에 사실상 이용되는 국외 등록 특허

권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일컫는 ‘사실상 특허’

259) 나아가 위 법원은, 화해대가의 실질은 국내 미등록 특허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
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60)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8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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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계속하여 항소심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였

는데, 이 부분에서 제1심 법원의 판단과 그 입장을 달리했다. 즉, 한미조세

협약에 의하면 특허권과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등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

권에 대한 대가로 받은 지급금도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특

허는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과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것이다.

3) 결국 항소심 법원은, 외국에 등록되고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실상 이용되는 경우란, 그러한 국외 등

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 ‘사실상 특허’

가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실상 이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상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는 우리 국내법과 한미조세협

약에서 모두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4) 다만,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화해계약의 내용을 해석

하여, ① 문제된 화해계약은 각 특허침해소송을 종료하고 쌍방에게 특허실

시권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권이 등록된 개개 국가 내에서 제품 제조·

판매 등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를 화해대가로 정한 점, ②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 원칙상 S전자가 사실상 특허를 국내에서 제품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지 못하고 S전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득에는

사실상 특허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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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

3. 피고의 상고심에서의 주장261)

피고는 상고심에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미조세협약 중

특허권 등의 사용의 용어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는 이상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등의 사용료소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에 따라 내국세법의 정의에 따라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의 의미를 특허법상 특허권실시와 달

리 ‘국내에서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경우 국내사용으로 본다’고 세법상 독

자적인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에 관한 국내원천 사용

료 소득은 대가를 지급한 국내 미등록 특허 또는 사실상 특허에 관한 국내

사용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화해계약 및 화해대가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된 화해대가는 S

전자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라고 주장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262)

가. 대법원은 화해계약 및 화해대가의 해석에 앞서 먼저, 법리적으로, 외

국에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61) 정광진(주 133), 68면 참조.
262) 이하에서 따옴표로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그 논리전개에 관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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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위해 먼저, 위와 같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

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

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

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다. 나아가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국내법과 한미조세협약의 관

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

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

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라.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

며, 한미조세협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263)

“그런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

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

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263) 이는 결국 1심의 판단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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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

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

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참조),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

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

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마.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

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바.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득이 미국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

대가라 하더라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

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미국법

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의 대가

로 지급받는 미국법인의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

의 판단에는 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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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없다.”264)

제4절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Ⅰ. 논리적 검토 순서

1. 본질적으로 조세조약이란, 원천지국의 과세권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절충하여, 원천지국은 스스로의 과세권을 일정 범위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원천지국의 과세가 그와 같이 합의된 범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거주지국

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265)

따라서, 외국법인의 어떠한 소득이 과연 국내원천소득인지 국외원천소

득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먼저 우리 국내법을 해석하여 우리 국내법에

따를 때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2. 앞서 살펴본 두 선행판결들266)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

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

급받는 소득에 관하여, 이는 우리 법인세법의 해석상 우리의 국내원천소득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정당성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64) 대법원은 이에 덧붙여, 화해계약 및 화해대가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
고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미국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심
의 판단이 정당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득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 및 증명책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전제가 타
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65) 이창희(주 2), 211.
26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과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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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선행판결들이 선고된 이후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267)

단서 후문이 추가되었고,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인세법을 이유로

위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다투어지게 된 것이

다.

먼저, 우리 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하여 본다.

Ⅱ. 우리 법인세법의 해석

1.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적용되는 경우

가.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이 경우 특허권 … 등 권

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 경우’란 무엇인가? 이는 그 문언을 볼 때 법

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전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조

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즉, 현재 우리가 체결한 조세조약들을 전

제로 한다면 이 사안에서처럼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전문은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이 규정한 사용지주의 및 지급지주의 병용의 원칙을 배제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

267) 이하에서는 현행 법률의 조문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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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에 비추어 당연한 내

용을 규정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이와 같은 확인적 규정에 어떠한 실질적 내용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내용

가. 그렇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특

허권에 관하여만 국한하여 보자면, 이는 ‘국외에만 등록되고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경우에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

용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그 실질적인 내용의

전부이다.268)

나. 그런데, ‘국외에만 등록되고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는 경우’라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

한 경우인가?

이에 대해 과세관청인 피고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특

허법과는 구별되는 세법상 독자적인 기준에 따른 사용의 의미를 정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허권의 본질상 속지주의 원칙은 배제될 수 없는 것

이고, 이미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선행판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될 수 없다.

268) 국외에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에도 등록된 특허권이라면 사용지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함이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관계에 비추어 당연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전문은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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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언제 실질적인 의미

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하는가? 이는 앞서 본 항소심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듯이, ‘특허법상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니고,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

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이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세법상, 특허권 그 자체와 구별되는 새

로운 국내원천소득 대상 무형자산으로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되

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창설269)270)271)하는 것이다.272)

이를 항소심 판결은 ‘사실상 특허’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

각으로, ‘사실상 특허’라는 표현은, 국외에는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

되지 아니한 특허대상은 물론, 국외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대상까지

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보다는 그 실

질적 내용에 따라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

보 등’이라고 표현함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69) 법인세법 제93조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소득원천의 내외를 판단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이창희(주 2), 49.]에 따르면, 창설
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가 국내원천소득을 제한적으
로 열거하고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검토한다는 점은 앞서 제2장 제1절
제2항에서 밝힌 바와 같다.

270) 이미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제조방법, 기술,
정보는 특허권과 분리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은 앞서 밝힌 바와 같지만, 개정 법률에서 이를 국내원천소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
다.

271) 논의의 범위를 넓혀 상표권의 경우를 상정해본다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
표권(협의의 상표권에 포함되지 않지만 광의의 상표권에 포함되는 의미의 상표
권)의 경우도 국내원천소득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72) 정광진(주 133), 84-85면에서 밝히고 있는 ‘제1설 : 사용료 소득 과세 가능설’의
논리 중 일부와 유사하나, 결론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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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와 같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

실질적인 내용을 해석해도, 한 가지 남는 문제가 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에 즉,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

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이용되는 경우’에 과연 ‘무엇’이 사용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국외 등록

특허권 자체가 사용된 것으로 보는 해석방법이다. 이러한 해석방법에 따르

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원고가 받은 화해대가 모두가 국내원천소득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권

그 자체와 구별되는, 새로운 국내원천소득 대상 무형자산인 ‘국외 등록 특

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도 등’에 대한 사용대가와 특허권

그 자체의 사용대가는 논리상 구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위와 같

은 경우에는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

이 사용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정리

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의미

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의미

를 특허권의 경우에 국한하여 풀어보자면, ‘조세조약에서 특허권의 사용지

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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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 제

조·판매 등에 사실상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2) 법률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자면, 이 규정은 특허권 사용료에 관하

여, 체약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

당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그 체약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국내원천소득

대상인 무형자산으로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창설하고, 그러한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

법, 기술, 정보 등’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이용되는 곳’을 그 무형자산

의 사용지로 본다는 의미이다.273)

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은 우리의 과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어서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만일 대상판결의 사

안에서 우리나라에도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판매, 우리나라에서

는 제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서 제2장 제3절 제Ⅰ의 2항 중 나항에서

273) 만일 창설되는 무형자산의 개념 자체에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이용
되는’이라는 요소를 포함한다면, 창설되는 무형자산의 개념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이용되는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
술, 정보 등’을 의미하게 되고, ‘그러한 무형자산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
실상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어, 결국 창
설된 무형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원천지(사용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
게 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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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지 경합의 경우 판매지를 중점으로 보는 미국의 일

반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이 경우에 무형자산의 사용지는 판매지인 미국이

되어, 원천지는 미국이 된다. 제2장 제3절 제Ⅱ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지를 판단할 때 판매지를 기준으로 삼은 독일 법

원의 판결의 법리도 유사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

라에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원천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오히려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경우보다 우리의 과세권을 늘려

잡는 결과가 된다.

Ⅲ. 한미조세협약의 해석

1. 해석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신설됨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에 관하여 체약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지를 기준

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그 체약 상대국과의 관

계에서 국내원천소득 대상인 무형자산으로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

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창설하고, 그러한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

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이용되는

곳’을 사용지로 보게 되었으므로, 일단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그러한 무형

자산 사용료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대상판결에 대

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도 같은 취지이고, 대상판결 역시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면서 다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보다 한미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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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연 문제되는 조세조약 즉,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대상판결의 경우에

는, 한미조세협약의 해석274)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

서 본 두 선행 대법원 판결들과 논리구조가 다르다.

2. 한미조세협약의 내용275)

274) 이에 관한 대상판결의 내용은 제3장 제3절 Ⅲ의 4항 중 라항 및 마항 참조.
275) 외교부 홈페이지 이슈별 자료실 조약정보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1. 1. 방문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bilateral/)
276) Article 6 SOURCE OF INCOME

For purposes of this Convention :
(3) Royalties described in paragraph (4) of Article 14 (Royalties) for the

제6조 【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생략…)의 사용 또는 사

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

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276)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

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277),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생략…)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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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가. 먼저,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말하는 특허, ‘기타 이와 유사한 권

리’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나. 계속하여,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

산’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때에도 앞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의미를 해석할 때와 마찬

가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유사한 것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것들의 공통적인 성질을 추출해내고, 문제되는 것이 그러한 공통적인

성질을 본질적인 부분에서 공유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유사한’ 것의 대상으로 들고 있

는 것들은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

use of, or the right to use, property (…생략…) described in such
paragraph shall be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only if paid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such
property within that Contracting State.

277) 국문조약문에는 ‘특히’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영문조약문과 비교해보면,
‘특허’의 오기로 보아야 한다.

278) Article 14 【Royalties】
(4)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 Payment of any kind made as considerate 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copyrights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s, copy
rights of motion picture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patents, designs, models, plans, secret
processes or formulae, trademarks, or other like property or rights, or
knowledge, experience, or skill (know-how) or ships or aircraft (but
only if the lessor is a person not engaged in the operation in
international traffic of ships or aircraft)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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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이고, 이들 자산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우리 법인세

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점,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점,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나 이전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의미에 관하여 검토하

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어느 나라에 등록이 되어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 버린 제조방법, 기술, 정보는,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특

허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그 특허권과 분리하여 배타적·독점적으

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에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에 해당할 수 없다. 나아가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그러한 제조

방법, 기술, 정보는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 그 사용이나 이전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

호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계속하여,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말하는 ‘지식, 경험, 기능’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에 관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에 대한 주석 중 제11문단이 정보 내지 노하우에 관해 특허로 등록

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는 OECD 이전가격지

침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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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경험, 기능’ 역시 비공개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은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가 말하는 ‘지식, 경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결국,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가 정한 ‘특허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

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한미조세협약에는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과 같이 일방 체약국에 등록되지 아니하

고 타방 체약국에 등록된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

을 국내원천소득의 대상으로 삼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은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의 원천지

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Ⅳ. 우리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의 충돌 및 그 해결

1. 우리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의 충돌

가. 우리 법인세법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

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한미조세협약)을 체결한 미국과의 관계

에서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국내

원천소득의 대상인 무형자산의 하나로 창설하면서 그 사용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조세협약은 이를 창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사용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언뜻 보면, 우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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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한미조세협약은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

에 따라 소득의 원천지를 판단하면 그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나. 그러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는 특허권에 관하여 분명히

규정하면서, 제6조 제3항은 사용료가 특허권의 어느 체약국 내에서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나라에 원천지를 인정

하고 있다. 또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 그 자체의 사용은 그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에서는 특허권

이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앞선 두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에서 밝

힌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입장은 당연히 특허권 그 자체와 구별되는 ‘특허

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는

특허권 그 전체에 대한 원천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우리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의 원천지 판정기준은 서로 충

돌하게 된다.

2.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가. 문제점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

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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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

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

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위 법리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조세조약을

배제하는지 여부이다.279) 이 점은 피고가 상고이유로 삼지 않아, 대법원 판

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문제될만한 사정

1) 우리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해설(2009년)280) 중 ‘6. 법인세법(국

제조세 분야) 제8.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부

분을 보자. 먼저, 개정취지를 보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281), 개정내용에 대해 ‘종전 특허권 등 사

279) 실제로, 미국의 변호사들이 ‘미국에서만 등록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미등록된 특
허를 침해하는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원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을 신설하여 이를 한국원천소득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으로 조약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반발하
였다고 한다[김석환(주 96), 418.].

280)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elib/pub_view.jsp 참조.
281) 그와 더불어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주석서 12-8)한다’고
부가하였다.
그런데, OECD 모델 조세조약의 경우 무형자산 사용료의 과세권 배분에 관해
원천지국이 아닌 거주지국 과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UN 모델 조세조
약의 경우에는 무형자산 사용료의 과세권 배분에 관해 원천지국 과세의 입장
을 취하고 있지만, 그 원천지에 관해 사용지 기준이 아닌 지급지 기준을 택하
고 있다. 따라서 OECD 모델 조세조약이나 그 주석서, UN 모델 조세조약 등은
무형자산의 사용료에 관한 원천지 판정기준으로서의 ‘사용지’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참고자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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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판정기준이 조세조약상 사용지를 채택하는 경우282)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대법원 2005두8641)하였는데, 등록을 요

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사용지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특허권 등의 국내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또한, 우리 정부가 2008. 10. 2.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1101)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283)의

끝에는 “⑫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국내에

과세할 수 없는 현행 입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

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

득으로 과세하도록 함(§9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84)

3)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정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항

단서 후문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의도와 이를 시행하면서 가졌던

의도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

다.

다. 국내법에 의한 조세조약배제 가부

1) 조세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에 국내법이 조약의 국내법

적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헌법문제이고,285) 이에 대한 세계

조에 대한 주석 중 8문단 역시 원천지 판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김석환(주 96),
417-418면 참조].

282) 당시에는 미국뿐 아니라 태국과의 조세조약에서도 ‘사용지주의’를 택하고 있었
다.

28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2. 26. 최종방문)

284) 위 검토보고서 33-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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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입법과 해석도 다양하다.

가)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헌법 제6조 제2항286)에서 ‘조약은 헌법 및

법률과 함께 미국의 최고법이다’라고 정하여 조약과 법률의 우선순위에 대

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데287), 미국 연방대법원의 1870년 The Cherokee

Tobacco 판결 이후 일련의 판결에 의하여 ‘법률이 조약을 배제할 수 있다’

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법률이 조약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조약이 자기집행적 조약으로서, ② 법률과 조약의 조화로운 해석에

의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③ 그 충돌

은 의회가 기존 조약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한 결과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

야 하며, 이러한 의회의 의도는 법률, 입법자료, 실제 관행 등에 의해 명백

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288)

이후 오랜 논란이 있었지만289), 미국연방의회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조항과 미국 법률의 조항의 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약

이나 법률 어느 것도 조약이나 법률이라는 이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

다.’는 내용의 미국연방세법 제7852조 (d)항 (1)호290)를 규정하여, 조세조

285) 이창희(주 2), 90.
286) U.S.C.A. Const. Art. VI

Clause 2. Supreme Law of Land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Judges in every State shall be bound thereby, any 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287) 이재호,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7, 2007,
9.

288) 이재호(주 287), 66-67.
289) 이창희(주 2), 89.
290) 26 U.S.C.A. § 7852 Other applicable rules

(d) Treaty obligations.--
(1) In general.--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provision of a treaty and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aff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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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미국 국내법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에 반하는 명백한 의도가 없는

이상, 미국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충돌은 어느 것이 더 나중에 효력을 가지

게 되었는가라는 판단기준 즉, 신법우선의 원칙(later in time rule)에 의하

여 해결되어야 한다291)는 원칙을 입법화하였다.292)

나)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영국에서는 법률이 조약보다 우위에

있지만(Mortensen Peters의 원칙), ‘의회는 현실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려

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입법은 국제법과의 충돌을 피하는 방

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추정원칙을 확립하고 있다.293)

다) 독일에서는 조세조약은 연방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294) 조

세조약은 특별법으로서 국내세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이를 확인하는 법률(독일제정법 제2조)을 두고 있지만, 이와 같이 조세조

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한다는 해석은 입법부가 국내세법을 제정할 때 기

존 조세조약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295)

라) 프랑스 헌법 제55조는 ‘조약은 다른 체약국도 그 조약을 적용한

다는 전제하에서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고,296) 프랑스에서는 조

revenue, neither the treaty nor the law shall have preferential status
by reason of its being a treaty or law.

(2) (…생략…)
291) 이재호(주 287), 9.
292) Richard E. Andersen, Analysis of United States Income Tax Treaties,

(Westlaw), 18.02[2][d]. 이에 따르면, 1986년 미국 세법에 포함되어 있는 원천
지 판정기준에 관한 개정내용은, 일반적으로 1986. 10. 22. 발효 중인 조세조약
중 이에 반하는 원천지 판정기준을 배제하고, 다만 의회가 이러한 결과에 반
하는 의도를 표현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한다.

293) 이재호(주 287), 153-154.
294) 이재호(주 287), 161.
295) 이재호(주 287),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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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률이 조세조약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이 원칙이다.297)

마) 일본에서는 조약이 법률보다 상위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고298),

일본 헌법해석상 조약의 법률에 대한 우위원칙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정된 국내법이 그와 충돌하는 조세조약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

제로 그러한 입법도 없었다.299)

2) 우리나라의 헌법과 견해 대립

가)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

고 있다.

나) 견해 대립

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조세조약의 경우 일반 국내 세법과는 달리 일방 또는 양 체약국

의 거주자에게 국한하여 적용되며, 또한 특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

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다.300)

즉, 조세조약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

고, 조세조약은 신법인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은 조세조약의 특별법적 특성을 감안할 때 창설적 규정이라

296) 이창희(주 2), 90.
297) 이재호(주 287), 172.
298) 이재호(주 287), 178.
299) 이재호(주 287), 179.
300) 이용섭·이동신(주 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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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301)

② 입법부의 의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모두 그 근본은 ‘입

법부의 의도’를 파악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원칙의 형식적 의미

가 궁극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즉, 조약과 법률, 나아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규범간의 충돌 시 우선 적용될 규범을 판단하는 핵심은 바로 ‘입법부

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302) 조약을 배제하는 국회의 의도가 명백

히 나타난 경우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입법목적상 조세조약과의 충돌에

도 불구하고 조세조약과의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로서

국회의 의도를 추론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조약을 배제한

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303)

다) 검토

① 조약은 법률과 달리, 특별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적용하는 것

이므로, 특정 논점에 관한 조약규정은 같은 논점에 관한 법률규정과의 관

계에서 보다 특정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304) 그러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일의적, 고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

적인 관념이므로305), 입법부가 그러한 조약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301) 이용섭·이동신(주 2), 159-160.
302) 이재호(주 287), 220.
303) 이재호(주 287), 231.
304) 이창희(주 2), 93.
305) 이재호(주 287), 217. 이 문헌에서는 “상법이 민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민법은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상법 제1
조), 상사에 관하여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규정에 대하여 그러한 관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조 본문은 일반 민사채권
의 소멸시효 10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5년 규정은 단기소멸시효를 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에 대해서는 도리어 일반법에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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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여 국내법을 만들었다면, 그 국내법이 조약에 대한 특별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306) 결국 입법부의 의도를 파악하여 조약 배제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한다는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②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국내세법이 조세조약을 배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에 대해서는 ‘(i) 국회가 조세조약과 관련된 당해 국내세법을

입법할 때 그 진정한 의도가 조세조약에 불구하고 당해 세법을 적용하고

자 한다는 것이 당해 세법이나 입법자료 등에 명백히 나타난 경우’와 ‘(ii)

문언 및 입법목적 등의 해석에 의하여 국회의 그러한 의도가 추론되는 경

우’를 들고 있는 견해307)가 있다.

그런데, 위 견해에서 말하는 두 번째 경우 즉, ‘국내세법의 문언

및 입법목적 등의 해석에 의하여 국회의 조약배제 의도가 추론되는 경우’

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 영국의 추정원칙에서 본 바와 같

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회는 국제법을 위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한데, 만일 이를 위반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당해 세

법의 문언에 그러한 의도가 드러나 있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

라도 적어도 입법과정의 자료에는 그러한 점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루

어져 그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또한, 위 두 번째 경우에도 국회의 조약배제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와 같이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하

지 않아 합리적인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국내세

법으로 조세조약을 배제하여 결과적으로 조약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가능한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다.”는 예를 들고 있다.
306) 이창희(주 2), 93.
307) 이재호(주 287),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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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위 견해에서 말하는 두 번째 경우는, 국내세법이 조세조

약을 배제하는 경우 중 하나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

한 전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③ 먼저, 조약배제에 관한 국회의 의도를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 문언 자체에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법률자체에 “한국과 … 사이의 조약의 규정에

불구하고” 또는 “한국과 … 사이의 조약 중 …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표

현308)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약배제의 의도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

다.309)

나아가 예외적으로, 입법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법률 문언 자체

에서 그러한 취지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법과정에서 이에

관한 명시적인 토론이 있었고, 그 토론의 결과 조약배제의 결과를 의도하

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조약배제의 의도

를 인정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다만, 영국이 인정하고 있는 추정원칙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국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만일 국회가 조

세조약과 법률이 충돌한다는 문제를 인식하였다면 이를 배제하지 않기 위

해 노력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분명한

입법과정의 자료가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한 국회는 조세조약과 법률이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조약배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또한 예외적으로 입법과정의 자료를 통해 조약배제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8) 이창희(주 2), 93.
309) 이창희(주 2), 93.



- 118 -

라.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1) 먼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그 자체의 문언과 제8호 규

정의 구조를 보면, 그 문언 자체에서 한미조세협약의 국내원천소득판단 기

준을 변경하겠다는 국회의 의사가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입법과정의 자료를 통해 조약배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지 본다.

먼저, 앞서 본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해설(2009년)에 기재된 내

용은 입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국세청이 발간한 자료이므로 이를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우리 정부가 2008. 10. 2.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1101)310)에 기재된 제안이유에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결

납세제도를 도입하며,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는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

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주

요내용에도 법인세법 제93조 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311)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1)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2008. 11.)312)의

31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2. 26. 최종방문)

311) 다만, 5면 이하에 기재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35면부터 36면까지 법인
세법 제93조 제9호 개정안이 기재되어 있고, 47면 이하에 표시된 신·구조문대
비표 중 118면부터 119면까지에 개정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31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2. 26.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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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국내에 과세

할 수 없는 현행 입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

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

로 과세하도록 함(§93).”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우

리 법인세법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만 있을

뿐이고, 이와 관련한 조세조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313)

이후 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1)이 상정되어 심사

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제278회 국회 제5차 내지

14차 조세소위원회)314)과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315)을 모두 살펴

보아도,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316) 단서 후문에 관한 토의자료를 찾기 어

렵다.317)318)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성한 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

률안 심사보고서319)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른 법률안과 통합한

대안을 채택하였는데(의안번호 3016호)320), 위 301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

요내용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313) 위 검토보고서 33, 34면 참조.
314) http://likms.assembly.go.kr/record/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2. 26. 최종방문)
31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2. 26. 최종방문)
316) 신설 당시의 조문으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이다. 이하 같다.
317) 회의록을 한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주요 단어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살펴

보았다.
318) 김석환(주 96), 416면에서도, 2008년 정기국회 당시 조세소위 및 본회의 등의

모든 회의자료를 검토하였지만, 법인세법 제93조 단서 후문에 관하여 논의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31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2. 26. 최종방문)

32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2. 26.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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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 301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9회 국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

문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없다.321)

결국 이러한 입법 과정의 자료들만으로는, 한미조세협약의 국내원

천소득판단 기준을 법인세법 개정으로 변경하겠다는 입법부의 의사가 드

러났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이상의 사정들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조세조

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규정이 한미조세협약의 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한미

조세협약이 법인세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논리는,

조세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별다른 의구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Ⅴ. 소결론 및 대상판결의 적용범위에 대한 생각

1. 소결론

종합하면, 우리나라에는 등록되지 아니하고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

32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Detail.do에 게시된 것 참조. (2016.
12. 26.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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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이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2. 대상판결의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실시권 설정계약에는, 특허기술의 실시허락 및 이에 대한 대

금지급 약정뿐만 아니라, 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 및 영업비밀

의 이전, 개량발명이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 원재료나 부품의 구입, 경쟁품

의 취급제한, 최혜대우(最惠待遇)의 조건, 영업비밀의 보장, 수출조항 등

다양한 약정들이 집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322)

사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은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와 관련하여 제조단계에서의 사용대가

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문제되는 사안에서 지급된 돈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내

용에 포함되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넘어서는 기술, 노하우, 정보 등

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대상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라면,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배타

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

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나

이전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등에 관하여 사실

관계를 살피고, 만일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라면 특허권의 범위를

넘어선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322) 조영선,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법조 55권 3호, 200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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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비공개된 것이라면 (나)목의 ‘정보 또는 노

하우’에 해당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

호가 말하는 ‘특허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에 해

당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기술, 노하우, 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에 관한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한미조세협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에,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

한 검토 없이, 위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을 들어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

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소송과정에서 먼저 사용료 지급약정 등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사용료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야 하고, 만일 사용료의 대상이 특

허권 외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넘어서는 기술, 노하우, 정보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라면, 대상판결

의 판시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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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1. OECD BEPS Action 8 최종보고서가 들고 있는 무형자산의 요건은 우

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OECD 모델 조세조약이 들고 있는 무형자산

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위 최종보고서가 들고

있는 무형자산의 요건은 우리 법인세법 및 관련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적

절히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이 들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

12조 제2항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와 같은 취지

의 것인데, 이에 관해 위 모델 조세조약에 대한 주석에서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역시 우리 법인세법 및 관련

조세조약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OECD 모델

조세조약을 기초로 한 조세조약의 사용료 조항’이 적용되는 무형자산의 개

념요소에 관해, 소극적 요소로는 ①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아닐 것, 적

극적 요소로는 ②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배

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③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자유롭

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④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

용이나 이전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 나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와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 제2

항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한 조세

조약의 사용료 조항의 경우에는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개된 정보일

것을 요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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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특정된 무형자산의 개념요소를 전제로, 문제되는 돈이 무형자

산의 대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명목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

격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라이선스 계약의 전체적 내용과 회사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심리가 필요하다.

한편 입법론으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OECD BEPS Action 8 최종

보고서가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요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국내법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석론의 입장에

서는, 우리 법령의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국제적인 합의나 다른 여러 나라

들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합의나 체약 상대국 등의 법령 및 해석

과 가능한 조화롭게 해석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2. 무형자산 소득의 원천지 판정은 내국법인은 물론,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OECD 모델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용료 소득을 제외하

고는 원천지에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료의 원천지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반면, UN 모델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을

인정하면서 사용료 지급인의 거주지국에 원천을 인정하는 지급지주의를

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의 법률과 미국 모델조세조약은 무형자산 사용료의 원

천지 판정기준으로 사용지 기준을 택하고 있다. 사용지의 의미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특허권의 경우에도 저작권이나 상표

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지와 제품 판매지 중 제조지가 아닌 판매지

를 사용지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따라 특허권 사

용료 소득의 사용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그 특허권이 등록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용지주의의 논리를 맹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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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면 라이선스가 재차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료에

대해 중복과세의 문제(Cascading Royalties Problem)가 생길 수 있지만,

미국의 법원은 해석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특허권의 사용지를 판단할 때 제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검토한 판례가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 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

된 사용료에 대해 계약해석의 문제로 접근하여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본

판례가 있다.

우리 법인세법은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지 판정기준으로 사용지 기

준과 지급지 기준을 모두 채택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체결하는 조세조약

의 개별적인 내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앞

서 본 모델 조세조약이나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 법리는 우리 법인세법

을 해석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다.

사용지 기준을 택한 한미조세협약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

조약은 모두 지급지 기준을 따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

된다.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나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무형자산

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무형자산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과세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3. 이와 관련하여 예전부터 문제되어 온 쟁점은, 우리나라 내국법인이 미

국법인에게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관련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허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되

어 있는 속지주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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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관련된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은

특허권의 사용지에 관한 미국, 일본, 독일의 법리를 고려할 때 비교법적으

로도 타당하다.

또한, 이미 어느 나라에 등록되어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버린 제조방법,

기술, 정보는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물론,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에서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이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

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 내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의 ‘지

식, 경험, 기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설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한미조세협약이 적

용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대상인 무형자산으로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

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창설하고, 그러한 ‘국외 등록 특허권

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이용

되는 곳’을 사용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을 고려할 때 우리의 과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어서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한지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신설됨으로써,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는 특허권에 대한 원천지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조세협약의 원

천지 판정기준과 충돌하게 되었지만, 법률의 문언이나 입법과정의 자료에

조약을 배제하려는 국회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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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설 규정이 한미조세협약의 원천지 판정기준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한미조세협약의 원천지 판정기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아

니라고 결론짓고 있는 대법원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다만, 사용료의 대

상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내용의 범위를 넘어선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대상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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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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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s Deriv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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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this : Which country has the

authority of taxation on royalties for intangibles and gains from

alienation of intangibles? Concerning this issue, the country in which

the corporation with intangibles is located are in conflict with the

country in which the economic activities using intangibles take place.

The elements of the intangibles, which the royalty clauses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tax treaty apply to, are the followings :

the capability of being used exclusively by the owner in commercial

activities, the capability of being alienated arbitrarily by the owner,

and the economic value which leads to the compensation for use or

transfer. Furthermore, when it comes to information or know-how, it

must be undivulged and not pat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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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rce rule of the income derived from intangibles determines

the range of the taxable income of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ions.

In principle,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does not grant the

authority of taxation to the country in which royalties arise, and thus

does not have the clause about a source. However, in the UN Model

Tax Convention, royalties are taxable in the country in which they

arise, and royalties are deemed to arise in a country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country.

The domestic law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have

adopted the place of use rule. The meaning of the place of use is

actively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not the place of

manufacturing but the place of sale is treated as the place of use.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demands the registration of

a patent in a country as a sine qua non for the use of the patent in

that country. The distribution of royalty income and the Cascading

Royalties Problem will be also examined. In Germany, the place of

use of the patent is determined by the place where the products are

sold. In Japan, the court solved the problem about the place of use of

the patent not registered in Japan by interpretation of the license.

These points are worthy of reference in interpreting Korean law.

The Corporate Tax Act of Korea adopts both the place of use rule

and the place of payer rule.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e

Korea-US tax treaty, all the other tax treaties adopt the place of

payer rule, and thus the royalties paid to foreign corporations by

domestic companies are taxable in Korea.

The core question of this matter is this : Are the royalties, which

are paid by a domestic company to a US corporation as a

consideration for the patent which is not registered in Korea, treated

as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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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e royalties related to

patents not registered in Korea are not subject to Article 93 (8) (a)

of Corporate Tax Act, and this interpretation is also reasonable in

terms of comparative jurisprudence.

In addition, the manufacturing method, technology and information

which have become the contents of the registered patent can not be

used exclusively,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se have any

economic value in itself. So these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other similar assets” in Article 93 (8) (a) of Corporate Tax Act or

“other like property” in Article 14 (4) (a) of Korea-US tax treaty.

Furthermore, because those have already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those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information or know-how’

prescribed in Article 93 (8) (b) of Corporate Tax Act or ‘knowledge,

experience, or skill (know-how)’ prescribed in Article 14 (4) (a) of

Korea-US tax treaty.

The third sentence of Article 93 (8)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is newly added, makes manufacturing methods,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patents which are

registered in not Korea but US, as intangible assets subject to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According to the provision,

royalties would be deemed to arise in Korea when they are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those intangibles in Korea. In my

opinion, it is not desirable because our authority of taxation is

overemphasized.

The third sentence of Article 93 (8) of the Corporate Tax Act

clashes with the source rule of Korea-US tax treaty. Nevertheless,

because the int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override the tax

treaty is not clear in the words of the provision and materials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at clause can not override the source ru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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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US tax treaty. Accordingly,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reasonable in that the royalties are not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source rule of the Korea-US tax

treaty.

keywords : Intangibles, Royalties, Source, Use, Patents,

Territoriality, Treaty over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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