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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1)

李 昌 熙
**

요 약

  이 의 과녁은 조세조약의 에서 국내외 특수 계자 사이의 이 가격 세

제의 역사와 황을 살피고 앞으로 이 제도가 어 될 것인가를 감히 짐작해보는 

것이다. 주된 논지는 이 가격 문제에 한 답으로 나와 있는 독립기업 원칙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가격 문제에 한 답으로서 독립기업 원칙은 기실 이름

만 그 로 남아 있을 뿐이고 그 실체는 이미 소멸했다. 오늘날에 와서 이 원칙

은 독 기업 과이윤에 한 국가 간 세수분배는 미리 정해진 분명한 규칙이나 

원칙이 없는 채 건별로 당히 자를 수밖에 없다는 비효율 이고 아마도 불공평

한 제도로 락하고 말았다. 

  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한다. 우선 제Ⅱ 은 세계  규범으로서 이

가격 세제가 어떤 경과를 거쳐서 행제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핀다. 제Ⅲ

은 우리나라 행법의 이 가격 세제를 간단히 요약한다. 제Ⅳ 은 이 가격 세

제의 실상을 밝힌다. 사실 계(이 가격 문제)에 법(독립기업 원칙)을 용하더

라도 법률효과(세액의 특정)가 나오지 않는다는 에서는 독립기업 원칙이란 이

미 법으로서는 소멸했다. 제Ⅴ 은 행법제 가운데 특히 최근에 생긴 원가분담 

약정 문제를 따로 다룬다. 제Ⅵ 은 이 가격의 조정에 따른 응조정과 2차 조

정에 한 쟁 을 조약을 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Ⅶ 은 앞으로 이

가격 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한 망이다. 

주제어: 이 가격, 독립기업 원칙, 정상가격, 원가분담약정, 조세조약, 

super-royalty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 학교 법과 학 교수. 이 글의 II. 3에서 II. 5 내용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이창희, 
세법강의, 제18장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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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점과 논지

이 의 과녁은 국내외 특수 계자 사이의 이 가격 세제의 역사와 황을 살

피고 앞으로 이 제도가 어 될 것인가를 감히 짐작해보는 것이다. 이 가격 세제

에 한 외국문헌은 셀 수도 없이 많고1) 우리말로 된 도 아주 많다. 그런 실

무  참고자료를  하나 보태려고 이 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을 쓰게 된 

동기는 십여 년  내가 내놓았던 망, 곧 독립기업 원칙은 이미 실패한 원칙이

므로 조만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망2)이 지난 10년간의 역사에서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맞지 않았는가, 이 가격 세제는 실패했다는 내 생각 

자체가 아  틀렸던 것인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본 것이 이 이다. 의 주된 

논지는 이 가격 문제에 한 답으로 나와 있는 독립기업 원칙이 실패했다는 진

단은 재삼 짚어보아도 여 히 옳다는 것이다. 이 가격 문제에 한 답으로서 독

립기업 원칙은 기실 이름만 그 로 남아 있을 뿐 그 실체는 이미 소멸했다. 오늘

날에 와서 이 원칙은 독 기업의 과이윤에 한 국가간 세수분배는 미리 정해

진 분명한 규칙이나 원칙이 없는 채 건별로 당히 자를 수밖에 없다는 비효율

이고 아마도 불공평한 제도로 락하고 말았다. 

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한다. 우선 제Ⅱ 은 세계  규범으로서 이

가격 세제가 어떤 경과를 거쳐서 행제도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핀다. 제Ⅲ

은 우리나라 행법의 이 가격 세제를 간단히 요약한다. 이 가격 세제에 한 

자료나 은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으므로 그런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는 해석론

은 피하고 그  뒤잇는 분석에 필요한 범  안에서 행법의 만 간단히 요

약하기로 한다. 제Ⅳ 은 이 가격 세제의 실상을 밝힌다. 법령의 귀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이 가격 문제에서는 이 법령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정상

가격의 산출은 엿가락 자르는 주먹구구가 되고 마는 것이 이 가격 세제의 실상

이다. 조  더 심하게 말한다면, 사실 계(이 가격 문제)에 법(독립기업 원칙)을 

용하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에서는 독립기업 원칙이란 이미 법으로서

는 소멸했다. 이 ‘원칙’에 남은 의미가 있다면, 정상가격이란 원칙에 따라 구할 

1) 이전가격 문제만 다루는 잡지도 여러 가지 있다. 표적인 잡지로 Tax Management 
Transfer Pricing Report(격주),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Journal(격월) 등이 있고 
수시로 가제하는 책으로 Tax Treatment of Transfer Pricing 등이 있다.

2) 정찬모⋅이창희 외, 세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세제지원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
책연구 99-05), 177쪽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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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별로 당히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 정도일 뿐이다. 제Ⅴ

은 행법제 가운데 특히 최근에 생긴 원가분담 약정 문제를 따로 다룬다. 이

에 해서는 아직 해석론도  에 띠지 않으므로 법령의 의미를 밝히는 해

석론을 보인 뒤, 이 제도의 핵인 무형자산 가의 주기  조정은 독립기업 원

칙과는 어 나는 개념임을 밝히는 것이 제Ⅴ 의 과제이다. 제Ⅵ 은 이 가격의 

조정에 따른 응조정과 2차 조정에 한 쟁 을 조약을 심으로 살펴본다. 주

된 논지는 첫째, super royalty 조항에 따른 미국의 과세가 독립기업 원칙에 어

난다는 국제사회의 견해가, 법해석론상으로는 반드시 옳지는 않다는 것이다. 무

엇이 독립기업 원칙인가에 해 서로 생각이 다른 것뿐이고 가 옳은가를 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정상가격에 한 생각이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다른 

이상, 투자자 본국의 증액경정은 결국 헛고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

약마다 귀를 따로 분석해야 할 일이지만, 일반론으로는 지법인 소재지국이 

투자자 본국의 증액경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소재지국이 매긴 세 에 한 이

과세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조약 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제Ⅶ 은 앞으로 이 가격 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한, 어떻게 본다면 

비과학 이고 경험 인 개인  망이다. 지난 10년간의 역사에서 독립기업 원칙

이란 그 내용은 소멸하면서 말만 살아남았다. 이런 의미에서는 독립기업 원칙이

라는 이름은 아마 앞으로도 어도 당분간은 살아남으리라는 것이다. 

이 의 범 는 특수 계자 사이의 이 가격 문제에 국한되고, 같은 법인 내부

의 본지  사이 는 지 과 지  사이의 이 가격 문제는 원칙 으로 다루지 

않는다. 우리 국내법에서든 조세조약에서든, 본지  사이의 이 가격에도 독립기

업 원칙을 용한다는 은 마찬가지이지만, 본지  거래는 같은 법인 안의 내부

 행 로서 민사법상 계약이 될 수 없다는 에서 특수 계자 사이의 거래와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낳는 향은 이미 다른 이 나와 있기에3)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 이창희, “고정사업장의 과세”, 조세법연구 13-2, 216쪽, 특히 249-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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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전가격 세제의 연혁과 현황

1. 이전가격 세제와 독립기업 원칙의 등장

국제조세에서 이 가격 문제가 생긴 것은 이미 20세기 로 돌아간다. 국제연

맹의 1935년 모델조약 안에 보면 독립기업간 거래와 다른 조건의 거래라면 계

산을 부인하고 정상 으로 생겼을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고 있다.4) 실제 조약

에서도 가령 1939년의 미국- 랑스 조약은 비슷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5) 재 

쓰고 있는 뜻으로 독립기업 원칙을 심으로 하는 이 가격 세제는 기본 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6) 다국  기업이 국제거래를 하면서 세율이 낮은 나라의 특

수 계자에게 소득을 이 하여 세 부담을 낮추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세수를 

잃었다는 식의 시비를 미국국세청이 걸고 나선 것이다. 

기실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이 가격으로 특수 계자에게 소득을 이 해서 세

부담을 인다는 시비는 국제거래에 특유한 것은 아니다. 국내거래에서도 이 

문제는 늘 생기게 마련이고, 가령 우리 법은 그에 한 책으로 실질과세 원칙 

내지 부당행  계산의 부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7) 독일법의 숨은 이익처분 

개념8)도 마찬가지이지만 특수 계자의 범 는 한결 좁다. 곧 주주나 그 친인척 

는 주주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시가보다 싼 값으로 재산을 는 것은 재산을 

시가로  것으로 보아 증액경정하면서 그 차액을 주주에 한 숨은 배당으로 

재구성하게 된다.9) 미국법은 일 이 1926년부터 행 미국세법 제482조에 해당

하는 부당행 계산의 부인 제도를 두고 있었다.10) 1928년의 미국세법은11) 다음

4) League of Nations Fiscal Committee: Work of the Fiscal Committee during Its Sixth 
Session C.450.M.266.1936.II.A. http://setis.library.usyd.edu.au/oztexts/parsons.html에 나와 
있다. 

5) UN의 문서 Transfer Pricing History: State of the Art: Perspectives (ST/SG/AC.9/2001/ 
CRP.6, 2001) 6쪽은 국제연맹 모델에 앞서서 이미 1920년 나 1930년 에도 미국, 영
국이나 프랑스의 실제 조약에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하고 당연히 그랬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만 막상 자료를 찾지 못했다. 

6) 같은 문서 5쪽은 1차 전 전후로 미국과 영국에서 국제적 이전가격 문제가 두되었
다고 적고 있지만, 내가 찾아본 미국판결로는 그 때까지 올라가는 것은 없다. 과세실
무에서 이미 문제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7) 이창희, 세법강의(2008), 제23장 제3절.
8) Koerperschaftsteuergesetz 8조 III 2.
9) Tipke/Lang, Steuerrecht 11장 50-66문단, 특히 60문단, 66문단.

10) Revenue Act of 1926, 44 Stat. 9, Sec. 2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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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정하고 있었고 이 귀는 행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둘 이상의 사업(회사이든 아니든, 미국에서 설립한 것이든 아니든, 특수 계

가 있든 없든 이를 불문한다)을 같은 이해 계자가 직  간 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로, 조세회피를 막거나 그런 사업의 소득을 제 로 반 하기 

해 총수입 액이나 필요경비를 배분, 안분 는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

정한다면 국세청장은 그런 배분, 안분 는 할당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그 뒤 같은 귀로 1954년 미국세법12)의 제482조가 되었고, 그 

뒤 1986년에 가서 나 에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된다. 이 조문의 귀는 ‘이 가

격’ 문제보다는 용범 가 넓다. “총수입 액이나 필요경비를 배분, 안분 는 

할당할 수 있다”고 고 있을 뿐이므로, 이 가격의 조정만이 아니라 특수 계자 

가운데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구인가, 특수 계자가 함께 지 한 공통비용의 안

분 기 이 한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조문의 용범 에 들어간다. 물론 느

슨한 뜻으로 ‘이 가격 세제’라는 말 안에 이런 특수 계자 사이의 소득 분배 문

제 모두를 담아 쓰더라도 큰 문제가 생길 바는 없다. 어차피 ‘이 가격’이라는 

말은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고 편의상 쓰는 말일 뿐이기 때문이다.13) 

1928년 법 제45조나 1954년 법 제482조를 실제로 용한 결을 찾아보면, 우

리나라의 부당행  계산부인 사건에 비해 사건 수가 아주 고 행정행정해석까

지 다 찾아보더라도 사건 수가 얼마 안 된다. 그 까닭은 미국법에서는 조세회피

가 있는가를 특수 계자를 묶어서 단하므로 한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증액경정

하면 거래상 방의 소득을 감액경정한다.14) 따라서 국내거래 같으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국세청이 이 가격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1986년 법에서도 이 

사정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거래에서 국세청이 이 가격 문

제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15) 제482조나 그 신을 용한 결은 주로 이 가격 

11) Revenue Act of 1928, 45 Stat. 791, Sec. 45. 1926년 법과의 중요한 차이는 납세의무
자는 이 법조에 기댈 수 없다는 점이다. 

12) Internal Revenue Code of 1954.
13) 이 말 자체는 원가회계, 관리회계에서 예전부터 써오던 말이다. 기업 내부에서 재산이

나 노무를 다른 부서로 제공할 때 부서끼리 붙이는 계산상의 가 상당액을 말한다. 
14) 미국재무부 Technical Information Release 838, August 2, 1966 (published in 7 C.C.H. 

1966 Stand. Fed. Tax Rep. par. 6681; 6 P.H. 1966 Fed. Tax Serv. par. 54998). 현행
법으로는 미국재무부 규칙 1.482-1(g)(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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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아니라 소득을 사법상 명의자로부터 실질귀속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가가 

쟁 인 사건들이다.16) 개인과 법인 사이에 세율이 다른 이상 실질귀속자가 구

인가는 언제나 쟁 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 이 가격 문제가 떠오른 기 사건으로는 미국세법이 수출을 장려하기 

해 일정한 수출 문 기업조직17)에 해서 세율을 낮추어  특혜를  데에서 

비롯한 사건이 많았다. 미국기업들은 제품을 바로 수출하는 신 간에 수출

문 기업조직을 일부러 끼워 넣고 그 기업조직에 간 매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

로 법인세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응조정을 인정하더라도 세 부

담에 차이가 생기고, 미국국세청이 제조업체의 과세소득을 늘려 잡고 그에 응

하여 수출 문 기업의 과세소득을 여 잡아 세 을 걷는 사건들이 생겼다.18) 이

런 기 사건의 주요 쟁 은 특수 계자 사이에 소득을 어떤 기 으로 나 어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 다. 제482조의 귀는 그  소득을 제 로 반 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여기에서 ‘제 로’라고 은 말은 어

의 ‘clearly’, 곧 ‘분명하게’라는 말을, 이 말이 그 뒤에 가지게 된 뜻에 맞추어 

좀 무리하게 의역한 것이다. 기 사건으로 돌아가면 법의 귀는 소득을 분명하

게 반 하라고 고 있었을 따름이다. 제482조에 딸린 재무부 규칙은 이른바 독

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곧 특수 계 없는 자들 사이에서 생겼을 소

득을 기 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19) 법원 결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정한 기 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세에 가까웠다20) 수출 문

15) 물론 여러 계열회사 사이에서 일부는 이익이 나고 일부는 손실이 난다든가 달리 특별
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합해서 본 세부담이 감소하여 이전가격 문제가 걸리
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Kahler Corp. v. Comm'r, 486 F.2d 1 (1973).

16) 예를 들어 Seminole Flavor Co. v. Comr., 4 T.C. 1215 (1945); Commissioner v. First 
Sec. Bank, 405 U.S. 394 (1972); United States v. Basye, 410 U.S. 441 (1973) 등.

17) Western Hemisphere Corporation. 1942년에 생긴 제도로, 1976년 PL 94-455로 폐지되
기 전의 미국세법 921조. 그 뒤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이라는 제도, 
Foreign Sales Corporation이라는 제도, 또 역외소득면세 제도가 차례로 생겼지만 모두 
GATT 내지 WTO 규범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생겨서 다 없어졌다.

18) Eli Lilly & Co. v. United States, 178 Ct. Cl. 666 (1967); United States Gypsum 
Company and United States Gypsum Export Company v. United States, 304 F.Supp. 
627 (1969) 등.

19) 1935년 미국재무부 규칙 86호 45-1조(c). 규칙 전문은 Essex Broadcasters, Inc. v. 
Commissioner, 2 T.C. 523, 528 (1943)에서 찾을 수 있다.

20) Grenada Industries, Inc. v. Commissioner, 17 T.C. 231, 260 (1951), aff'd, 202 F.2d 
873 (5th Cir. 1953); aff'd, 346 U.S 819; Motors Securities Co., Inc. v.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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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한 이 가격 사건에서는, 재무부 규칙을 사실상 무효화하면서 제조기업

의 총원가에 ‘ 정한’ 마진을 붙이기만 한다면 국세청이 수출 문기업의 소득을 

제조업체로 분배하거나 할당할 수 없다고 시한 고등법원(9th Circuit) 결도 

있다.21) 한편 그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외자회사에 소득을 이 한 사건

에서는 와 같은 세와 달리 독립기업 원칙을 지지한 결이 있었다.22) 그 뒤 

역시 해외자회사 련 사건인 1966년의 Oil Base 결23)에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종래의 세를 이끌었던 9th Circuit 고등법원이 입장을 바꾸어 독립기업 

원칙이 제482조의 바른 해석이라고 풀이하게 된다. 이 사건 원고는 특수 계 없

는 간상을 통하여 해외 업을 하다가 직  해외 매자회사를 세워 간상을 

체하면서, 종래 간상에게 지 하던 수수료의 두 배를 지 했다. 그 게 할 

수 있다는 원고주장의 명분은, 수수료를 두 배로 지 하더라도 원고가 해외수출

에서 얻는 소득 마진이 내수 매보다 높으니 그만하면 정하다는 것이었다. 법

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독립기업 원칙이 제482조의 기 이라고 

시한다.24) 이런 변화의 요한 배경으로 그 간인 1962년에 국회가 아  특수

계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안분하는 내용으로 법을 바꾸려 하다가,25) 거기까지 

가지는 않기로 하면서 재무부에 하여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칙 

내용을 한결 강화하라고 요구하 다는 것26)을 들 수 있다.27) 아무튼 Oil Base 

결 이후에는 이 가격의 기 으로 독립기업 원칙이 자리 잡았다.28)  국회의 

1962년 요청에 따라 재무부는 독립기업 원칙을 한결 구체화한 새로운 규칙을 

1965년에 내어놓았고 1968년부터 규칙내용을 확정하여 시행했다.29) 

11 T.C.M. 1074, 1082 (1952); Polak’s Frutal Works, Inc. v. Commissioner, 21 T.C. 
953, 976 (1954); The Friedlander Corp. v. Commissioner, 25 T.C. 70, 77 (1955) 등.

21) Frank v. International Canadian Corp., 308 F.2d 520 (9th Cir., 1962)
22) 32 T.C. 390 (1959), aff'd, 294 F.2d 82 (5th Cir. 1961)
23) Oil Base Inc. v. Comr., 362 F.2d 212 (9th Cir., 1966)
24) 같은 판결 214쪽. 
25) H.R. Rep. No. 1447, 87th Cong., 2d Sess. 28 (1962).
26) H.R. Rep. No. 2508, 87th Cong, 2d Sess. 18-19, reprinted in 1962 U.S.C.C.A.N. 

3732, 3739.
27) Avi-Yonah, The Rise and Fall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15 Va. Tax Rev. 89 

(1995). 
28) Johnson Bronze Co. v. Comr., 24 TCM (CCH) 1542 (1965); Eli Lilly & Co. v. 

United States, 178 Ct. Cl. 666 (1967) 등.
29) 1965년에 미국재무부 시행규칙 1.482-1(d) 및 (2) 개정안(proposed regulation)이 나왔고 

1966에 일부 수정하고 1968년에 미국재무부 규칙 1.482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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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의 재무부 규칙에서 독립기업 원칙의 핵심은 이 가격의 기 으로서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표  결인 E.I. Du Pont 

Nemours and Company v. United States 결30)을 가지고 이를 살펴보자. 리 

알려진 화학제품 제조업자인 Du Pont de Nemours(이하 ‘DP’)는 1959년 스 스

에 DP International S.A.(이하 “DISA”)라는 매자회사를 세우고, 미국 아닌 다

른 나라 소비자에 해 매할 제품(주로 화학섬유와 고무31))은 모두 DISA를 거

쳐서 해외의 유통업자에게 공 했다. 1959년과 1960년 기간 동안의 세무조사에

서 국세청은 DP의 소득에 비해 DISA의 소득이 무 많다고 보고 DISA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DP에게 할당했다.32) 스 스의 세율은 미국보다 훨씬 낮았고, 그

룹 차원의 세  약이 DISA를 설립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은 다툼이 

없었다. 특히 DISA의 설립에 계된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업부에서는 DISA

의 설립을 달가와 하지 않았지만 “이를 세우자는 생각을 지지하는 결정  이유

는 세 을 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고 있다.33) DISA의 설립을 주도한 자

부의 문서는 “조세피난처 자회사에 청구할 이 가격을 독립기업 가격보다는 낮

추는 편이 낫다. 그 이유는 (1) 국세청이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2) 문

제삼더라도 그런 이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3) 회사가 사용

한 가격을 정당화하지 못하더라도, 정상  이 가격이 얼마라야 하는가는 상

상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독립기업 가격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 가격을 처음부터 높이는 것보다는 유리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고 있기도 했다.34) DISA는 매차익을 스 스에 유보해서 추가로 필요한 해외투

자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다시 회사내부 문서를 보면 “이런 所得保管회사35)가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되는가는 매가격을 통해 DP에서 소득보 회사로 넘길 

수 있는 소득의 양에 달려 있다”라고 고 있었다.36) 이런 생각에서 DP와 DISA 

에서는 proposed regulation에도 일정한 법적 효력이 있다. 
30) 608 F.2d 445 (1979).
31) elastomer.
32) 1968년 규칙은 1959년과 1960년에도 소급 적용되었고, 그 효력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었다. 일반론으로 이창희, 세법강의, 제2장 제3절 II. 4.
33) 608 F.2d 445, 특히 447쪽 주석 4.
34) 같은 주석. 그 당시 미국법에서는 시가차액에 기인한 추징세액에 붙는 가산세가 미미

했다. 
35) profit sanctuary trading company. 세율이 낮은 나라에 현지법인을 세워 소득을 유보함

으로써 미국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정도의 뜻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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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매매가격은 건건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 부와 법무부에서 일  

결정했고 그룹 차원의 매차익 가운데 약 75% 정도가 DISA에 귀속되도록 매

매가격을 정했다. 그러나 매매가격을 정하던 당시에 내다볼 수 없었던 사정이 생

겨서 결과 으로 두 회사의 소득은 그룹 차원 매차익을 50:50 정도로 나  셈

이 되었다.37) 

1968년 재무부 규칙 1.482-1조는 스스로를 규칙이 나오기 의 사건에도 소

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도 이를 인정했고 이 납세의무자

도 다투지 않았다.38) 같은 조는 시가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 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기타 방법, 이 네 가지의 순서를 따라서 산정하라고 정하고 있었다. 

우선 이 사건에서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은 없었다. DP 제품의 특성상, DP와 

DISA 사이의 매매에 견 만한 거래로 특수 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는 아  찾

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인 재 매가격법이란, 이 사건 같으면 

DISA의 재 매가격에서 정상  유통마진을 빼어서 DISA의 정상  구매가격(DP

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  매출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  유통마진은 

어떻게 구하는가? 특수 계 없는 유통업자로서 DISA에 견 만한 자들이 실제 

얻고 있는 마진을 찾아야 한다. 견 만한가 아닌가는 물건의 성질, 유통업자의 

기능, 무형자산의 존부, 시장의 지리  여건,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서 정한다.39) 

일단 견 만한 유통업자를 찾으면, DISA와 그런 비교 상 사이에서 기능과 상황

의 차이를 조정해서 DISA에 용할 정상 마진을 구한다.40) 그러나 이 사건에서

는 DP 제품을 재 매하는 유통업자는 없었다. 원고는 다른 회사 제품의 독립  

유통업자 21개의 마진에 한 자료를 내지만, 애  제품이 다르고 시장여건이 다

른 이상 법원은 이런 회사는 견 만한 잣 가 못되고 기능과 상황의 차이를 조

정할 자료도 없다고 제친다.41) 특히 DISA는 DP의 100% 자회사인 만큼 DISA가 

독립 으로 험을 부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에서 독립 인 유통업자와 

본질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DISA의 특유한 지  때문에 재무부규칙이 

요구하는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 매가격법을 용할 길이 없다”는 

36) 같은 주석.
37) 같은 판결 448쪽.
38) 같은 판결 450쪽.
39) 미국재무부규칙 1.482-2(e)(3).
40) 같은 규칙조항.
41) 같은 판결 4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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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음 방법은 원가가산법이다. 이 방법을 용한다면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상가격은 제조원가에 정상  마진을 얹어서(mark up) 계산한다. 그러나 이 사

건에서는 원가가산법은 용하지 않았다. DP에 견 만한 제조업자란 아  없기 

때문에 독립기업이 버는 정상  마진을 구할 길이 아  없었기 때문이다. 원가가

산법이란 애  제조업자에게 물품을 공 하는 단순 유통업자에게나 당한 방법

이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상황에 맞게 당히 계산한다는 것이다.42) 이 사건

에서 국세청은 통계자료에 기 어 우리나라로 치자면 화학제품 유통업의 표 소

득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DISA의 매출총액에 곱하여 DISA의 순소득을 구하고 

그를 넘는 액을 DP에 할당하 다.43) 법원은 이 4번째 방법은 어차피 큰 칼로 

자르는 것이므로,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재량 남용임을 원고가 달리 입증하지 못

한 이상 과세처분을 그 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시하 다.44) 

Du Pont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완승을 거두었지만, 그 뒤에는 국세청의 완 승

소로 끝나는 결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기실 Du Pont 사건에서 국세청이 이

긴 것은 이 가격을 낮추어 소득을 해외자회사로 돌리려는 목표가 회사의 내부

자료에서 무나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뒤 다국  기

업이 모두 이런 식의 자료를 피하면서 극 으로 이 가격을 정당화하기 한 

내부자료를 미리 미리 갖추기 시작하자, 국세청은 부분의 사건에서 불리한 여

건에 처하게 된다. 

2.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과 이전가격 세제

Du Pont 결을 비롯하여 이 가격을 다룬 미국 결은 거의 다 미국계 자본이 

해외로 소득을 빼돌렸는가를 다루고 있다. 그러다가 1980년  반에 들어서면서 

외국계, 특히 일본계 다국 기업이 미국의 세 을 빼먹는다는 생각이 떠돌기 시

작했고,45) 1990년  반 Clinton과 아버지 Bush가 통령 선거에서 맞붙을 무렵

42) 미국재무부 규칙 1.482-2(e)(1)(iii).
43) 쟁점 과세연도 중 일부에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했지만 논외로 한다. 이 사건 하급심 

판결인 1978 U.S. Ct. Cl. LEXIS 694, 특히 71-73쪽.
44) 608 F.2d 445, 특히 455쪽.
45) 1990년 7월 미국국회에서 Pickle의원이 주도한 청문회에 제출한 Heck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상이 된 외국기업의 미국자회사 36사 가운데 18사는 10년 동안 거의 세금을 내
지 않았다. Loraine Eden, Taxing Multinationals (1998),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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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런 생각이 극성을 부리기도 했다. 자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해 이

가격 시비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국 기업은 되도록 지법인이나 지

 소재지국의 세부담을 이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투자자(주주법인) 본국의 

세제가 외국소득을 면제한다면 지법인 소재지국의 법인세가 그 로 투자자에 

한 세부담이 되므로 이를 이려 함은 당연하다. 투자자 본국의 세제가 외국납

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공제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외국납

부세액을 이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법인이 소재지국에 내는 세 을 주주단계에서 공제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이 가격은 지법인이나 지  소재지국의 세 을 이는 수

단의 하나로 쓰일 수 있다. 모회사나 다른 특수 계자가 지법인에 는 원재료 

기타 물건값은 되도록 올리고 지법인으로부터 받아가는 기술료도 되도록 올려

서, 지법인에서 손 이 되는 경비의 꼴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다. 모회사 등이 

물건값으로 받는 돈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기업이 받아가는 사업소득이므로 지

법인 소재지국에서 세 을 매길 수 없다. 기술료로 받아가는 돈에 해서는 지

법인 소재지국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 을 매길 수 있다 하더라도 조약상 세율

상한이 있게 마련이므로 지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 이 훨씬 어

든다. 

그러나 일본계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이 미국의 세 을 빼먹고 있다는 막연한 

의는 기실 근거 없는 억측으로 드러났다. 미국국세청의 실제조사 결과에서 외

국기업의 조세회피는 별 단한 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기업이 세

을 빼먹는다는 생각은 결국 정치  문제 을 뿐이다.46) 1980년  후반 일본기

업이 미국내 부동산을 거 사들이고  미국기업을 거 인수하자, 그에 불안감

을 느낀 미국정치권이 보인 排外감정이었던 셈이다. 1990년  후반부터 다시 미

국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본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외국기업에 한 이 가

격 시비도 물 으로 가라앉았다. 

3.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

독립기업의 원칙의 실  의미는 특수 계가 있는 기업 사이의 거래에 용

46) 앞의 UN 문서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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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상  가격이라는 것이 얼마인가를 찾거나 만들어 내는 문제가 된다. 추상  

개념에 머물러 있던 독립기업의 원칙이 正常價格을 계산하는 구체  방법이라는 

실성을 띤 것은 앞서 본 1968년의 미국세법 시행규칙47)이 비교가능한 물건의 

거래실례 가액(비교가능 제3자 가격48))을 찾음을 원칙으로 하되, 실례가 없다면 

재 매가격법, 원가가산법을 차례로 용하라고 정한 데에서 비롯한다.49) 1979년

의 OECD보고서 “이 가격세제와 다국  기업”50)은 미국세법 시행규칙을 약간 

손본 것이다.51) 1984년에는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호합의, 은행의 이 가격 

 앙 리 비용의 배부에 한 보고서가 나왔다.52) OECD 각 회원국은 아무 

유보 없이 1979년 보고서를 채택하 고, 그 뒤 각국은 모두 이 보고서 내용을 

따라서 이 가격 세제를 자국법으로 입법하 다. 우리나라도 1980년  후반에 들

어서면서 OECD의 보고서에 기 한 이 가격 세제를 들여와서 법인세법령에 비

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 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기타의 방법으로 용순 를 정

하여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라는 규정을 들여왔다.53) 

그러나 온 세계가 미국법을 본 따서 독립기업 원칙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이

에54) 막상 미국은 이것이 실패한 원칙임을 깨닫기 시작하 다. 우선 앞서 Du 

Pont 결에서 보았듯 모양, 성능, 사양이 다 다른 온갖 상품을 놓고 비교가능한

가를 따지는 것이 어려운 문제임은 쉽게 알 수 있다. 나아가 여기에는 한결 본질

 어려움이 있다. 독립기업의 원칙은, 독립기업들이라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

했을 것이라는 한 가지 정답의 존재를 제하고 있다. 앞서 본 OECD모델조약 

규정의 제2항이, 어느 한 나라가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  한쪽의 

47) 미국재무부 시행규칙 86, Sec 45-1(b)(1935), 뒤에 1. 482-1(1962)로 다시 공포.
48)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이라고 줄여 부름이 보통이다.
49) 미국재무부 시행규칙 1.482-2A(e)(1).
50) OECD, Transfer Pric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1979).
51) 앞의 UN문서 7쪽. 미국세법 시행규칙과 OECD보고서의 주된 차이점은 ⅰ) 미국세법 

시행규칙은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기타 방법의 순으로 우
선순위를 정한 데 비해, OECD보고서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선호하기는 하나 우
선순위를 두지는 않았다는 점과 ⅱ) 미국세법 시행규칙은 보조적 서비스에 해서는 
이윤을 붙이지 않는 데 해 OECD보고서는 이윤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52) OECD, Transfer Pric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 Three Taxation Issues (1984).
53) 198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1989. 3. 6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22조의2.
54) 가령 미국법이 독일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글로 Gumpel, Germany’s new international 

tax law patterned after U.S. Code, New York Law Journal (1973. 3.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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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늘려 잡으면 상 당사자가 속하는 나라는 이에 맞추어 소득을 여 잡는 

對應調整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55)은 이와 같이 딱 떨어지는 정답(경제학 용어를 

빈다면 一物一價의 법칙)이 있음을 제로 한다. 이 한 가지 정답은, 당해 물건

과 같은 물건의 가격, 곧 독립기업간 가격의 기본 개념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

이다. 그러나, 이런 한 가지 정답은, 이론 으로 말한다면 완 경쟁 시장에서나 

있을 수 있다. 다국 기업 ―정의상 거 기업일 수밖에 없는 기업― 이 超過利

潤을 거두어들이는 실과는 맞지 않는다. 

다국  기업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유효경쟁시장이라면 어

느 회사든 투자에 정상이윤을 덧붙인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경쟁시

장에 들어있는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설정할 능력이 없고, 각 회사가 버는 소득

은 세만 따진다면 가격기구에 따라서 수동 으로 결정된다. 이에 비해 다국  

기업은 거의 언제나 독  지 에서 스스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제품의 

매가격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내부  이 가격 역시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면 이 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다국

 기업과 경쟁기업은 이미 서로 비교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다. 

다국  기업의 공 가격이 얼마라야 정상인가라는 질문은 독  과이윤을 

어떻게 나 어 가질 것인가라는 상에서 어떤 결과에 이를까를 묻는 것이다. 한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 한도가 90 : 10이고 다른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 한도가 10 : 90이라면, 그 사이의 어떤 배분도 모두 독립기업의 원칙에 맞는

다는 결과가 된다.56) 결국 우리 국내법의 용어로 표 한다면 정상가격이란 없고, 

다만 “正常價格의 범 ”57)가 있을 뿐이다. 그 다면 답을 어떻게 낼 것인가? 결

국은 엿가락 자르듯 당히 자르는 수밖에 없다. 납세자는 납세자 로 국세청은 

국세청 로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온갖 주장과 자료를 내세우고, 최종결과는 두 

당사자가 당히 타 하거나 법원이 가운데를 당히 자르는 것일 뿐이다. 실제 

결에서 과이윤을 나  것을 보자면 가령 B&L 결58)은 50:50으로, Hosptial 

55) OECD 모델 제9조 제2항.
56) 쌍방독점(monopoply와 monopsony사이의 거래)의 경우 가격이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

는다는 것은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7) arm’s length range.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

인 상이 아니다. 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가 정상가격이 아님을 국세청이 일응 입증한 뒤에는, 정상가격의 범위가 있고 쟁점 이
전가격이 그 범위에 들어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같은 판결. 時價의 개념
은 이창희, 세법강의, 제23장 제3절 Ⅱ, 제26장 제1절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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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 결59)은 75:25로 Eli Lilly 결60)은 45:55로 나 고 있다. 사태를 한결 악

화시키는 요소로 독립기업 원칙이란 특수 계자들이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로 돌

아가 얼마의 가격에 합의하 을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이 물음은 사후 으로 생

긴 소득을 나 는 것이 아니고, 계약 당시 각 당사자가 얼마의 소득을 상하

을까라는, 계약 당시로 돌아가면 미래를 그리는 소설로 돌아간다. 이런 소설은 

그 속성상 만들어내기도 쉽고 내치기도 쉬울 수밖에 없다. 사태를 한결 더 복잡

하게 하는 것은 과세소득의 계산과정이다. 특수 계자 각각에 귀속되는 과세소득

은 사후  실제소득을 나  것이다. 과세소득의 계산은 사  소득 상액에 터

잡아 정상가격을 산정한 뒤 이 정상가격으로 실제소득을 다시 계산할 때 특수

계자 각각의 소득은 얼마가 된다는 식의 복잡한 계산구조를 띠게 된다. 이리하여 

소송이나 당사자간 화해에 드는 시간과 돈은 한량없는데 비해서, 그 결과로 나오

는 결이나 합의는 선례로서의 가치를 거의 지니지 못한다.61) 이 가격을 둘러

싼 분쟁해결 차는 “헛된 일을 연습”하는 것일 뿐이게 되었다.62) 

4. Super Royalty 규정과 국제적 세수 싸움

그 게 본다면, 이 가격 문제는 이미 조세회피에 한 응이라는 차원의 문

제가 아니라, 다국  기업이 리는 과이윤에 한 조세를 련 국가들이 어떻

게 나 어 가질 것인가 하는 稅收 싸움의 문제가 된다. 과이윤의 분배에는 어

차피 정답이 없다는 을 생각하면, 고율과세국 사이의 거래에서도 이 가격 문

제가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다.63) 심지어는 를 들어 40% 세율국가에서 50% 

세율국가로 소득을 이 했다는 주장을 40% 세율국가가 제기하는 경우도 가능하

게 된다. 결국 독립기업의 원칙은 필연 으로 납세의무자를 담보로 삼은 채 련

국가들 사이의 분쟁을 부르게 된다. 

58) 92 TC 525 (1989).
59) 81 TC 520 (1980).
60) 84 TC 996 (1985).
61) ‘exercise in futility’ Matthew T. Adams, Advance Pricing Agreements, in Transfer 

Pricing and the Foreign Owned Corporation 59 (Handbook for PLI course chaired by 
Bobbe Hirsh; 1991. 6. 19).

62) 같은 글.
63)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미국세법 제482조) 사건에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더라도 소득을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Central Cuba Sugar Co. v. 
Comr, 198 F.2d 214, 215(2d Cir), cert. denied 344 U.S. 874(195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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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업의 원칙이 낳는 실무  어려움에 더하여 미국은 이 원칙이 자국에 불

리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미국의 자본이 해외에 공장을 두어 생산한 물건을 

미국의 소비자에게 다면, 공장소재지국은 미국내 매 활동에 해서 정상이윤

만을 남기고 나머지 과이윤 모두를 과세하면서 자기 입장을 독립기업의 원칙

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재 매가격법을 용하면 되는 까닭이다. 다른 한편 미

국기업이 미국 안에서 생산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 지법인을 거쳐 는 경우, 

물건의 수입국은 미국내 제조활동에 정상이윤만을 귀속시키고 나머지 이윤을 모

두 과세할 수 있다. 원가가산법을 용하면 되는 까닭이다. 특히 1980년 무렵 이

후로는 외국기업의 對美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는 외국기업이 세 을 빼먹

는다는 감정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은 이미 보았다. 

미국은 이 결과에 분개하고 과이윤에 한 세수는 미국이 걷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1986년 미국 국회는 법을 바꾸어 “無體財産의 이 이나 라이센스의 경우

에는 이 이나 라이센스에서 생기는 소득은 무체재산에 귀속될 소득과 비례하여

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유명한 제482조를 들여왔다. 이것이 이른바 super 

royalty 조항이다.64) 사실 이 개정법은 뜻을 알기 어렵다. 입법연 65)을 뒤져 미

국국회의 주  의도를 찾아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좋으니 미국이 세 을 더 

걷도록 하라는 정도의 뜻밖에 나오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의회의 명

을 받아 1988년 “이 가격에 한 제482조 백서”66)를 내었고, 그 뒤 1992년 시

행규칙 개정안을 내었다.

 백서나 규칙안의 요는, 과이윤을 硏究開發의 성과로 보고 연구개발이 이

루어지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임은 말할 나 도 없

다. 이 결과를 이루기 한 수단으로 등장한 개념이 이른바 best method rule이

다. 곧 원가가산, 재 매가격 등 여러 방법이 모두 등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

니라 납세의무자마다 그에게 가장 알맞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씩 있다는 것이다. 

그 다면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정하는가? 이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득과 다른 

기업의 소득을 비교하여(이익비교법)67) 미국정부가 정한다.68) 결국 미국의 세수

64) 미국세법 제482조.
65) H.R. Rep. 99-281, 99th Cong., 2d Sess.(1986), at Ⅱ-637.
66) Treas. Dept. Oct. 18, 1988.
67) Comparable Profit Method (“CPM”). Prop. Reg. 1-482-2(e)(iii), Fed. Reg.(Jan. 30, 

1992).
68) 미국 국세청에서는 1994년 규칙의 도입 전에도 실제는 이익비교법으로 큰 틀을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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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 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게 마련이다. 이 결과를 이루기 한 수

단 가운데 하나로 利益分割法도 원가가산법이나 재 매가격법처럼 정상가격의 

계산방법이 된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익분할법이란 특수 계자들의 소득을 모

두 합한 액의 일부를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삼는 것으로, 근본 으로는 여태

껏 이단으로 여겼던 공식배분 내지 단일기업과세 방식에 가깝다. 독립기업 원칙

이란, 자국 거주자의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각국은 오로지 자국에서 벌어지는 일

만을 보아야 하고 거래상 방의 소득이 어떤가는 보지 말아야 하고 구태여 볼 

이유도 없다는 것이므로, 그런 뜻에서 단일기업과세 방식은 독립기업 원칙에 어

난다. 거래당사자 둘의 소득을 합한 결과를 일정한 기 에 따라 분할한다는 

에서 이익분할법은 단일기업과세 방식과 본질이 같다. 미국은 제 세수를 늘리기 

한 방편의 하나로 이 이익분할법을 계산과정에 들여왔던 것이다. 실은 super 

royalty 규정 자체가, 어도 그 때까지 국제사회의 이해에 따른 독립기업의 원칙

과 맞지 않는다.69) 미국의 략은, 독립기업의 원칙이 이미 국제  규범이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독립기업의 원칙이라는 말 자체는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바꾸

어내려 했던 셈이다.70)

5. 싸움의 결말: 현행법제

1) 미국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이 제안에 반발하 고,71) 결국 미국은 

과이윤을 독차지하겠다는 제 뜻을 펼 수 없었다. 최종 결과는 미국의 1993년 

임시규칙을 거쳐 1994년 개정 시행규칙으로 나타났다. 개정 규칙은 유체재산과 

무체재산을 나 어 정하고 있다. 유체재산의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 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비교법, 이익분할법 가운데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정한다.72) 제3자와의 소득비교를 우선하려던 생각은 포기하 고, 이런 방법 가운

데 어느 것이든 모두 등한 지 에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놓고 정상가격을 구했다. Eden, 같은 책, 383-453쪽. 
69)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Transfer Pricing Rules and Guidelines Clarified, 

reprinted at 23 Tax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148 (Mar. 11, 1994)
70) Chang Hee Lee, “A Strategic Tax Approach for Capital Importing Countries under the 

Arm’s Length Constraint,” 18 Tax Notes International 677(1999), 특히 684쪽.
71) OECD, Executive Summary (1992. 12).
72) 미국재무부 규칙 1.482-1(c), 1.48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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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3) 무체재산에 해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74)이 없다면, 이익비교법이나 

이익분할법, 는 기타 방법에 따라서 정상가격을 산출한다.75) 성질상 재 매가

격법 등은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거의 원 으로 돌아간 셈이고76) 에 

비한다면, 달라진 은 두 가지 정도뿐이다. 하나는 利益分割法이 재무부 규칙에 

들어간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종래 례가 이미 쓰던 방법이므로 새로운 변화라

고 할 것도 못된다.  하나는 무형자산의 사용 가에 한 주기  경정이다.77) 

계약 당시에는 정상  가격조건이었던 거래라도 사후  사정에 맞추어 그런 거

래에서 생기는 소득을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OECD

OECD도 이 국제  힘겨루기의 결과를 공식 으로 문서화하 으니, 그것이 

1995년에서 1997년에 세 차례에 걸쳐 나온 보고서 “다국  기업과 과세 청을 

한 이 가격 지침”78)이라는 몇 백쪽 분량의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국제거래의 수  증가와 질  복잡성 증 , 다국 기업의 증, 무형자

산 등이 포함된 특수 계기업간 거래에 한 비교가능한 시장거래 악의 어려

움 등으로 잖게 표 하고 있으나,79) 실제 과정은 미국과의 한  싸움이었다. 

1995년 OECD 이 가격지침은, 비교 가능한 거래를 심으로 한 독립기업의 원

칙이 쓸모없다는 입장과 이를 그 로 지켜나가자는 입장을 충한 셈이다. 곧, 

독립기업가격원칙을 이 가격 결정을 한 가장 효과 인 수단으로 보고 계속 

유지하 지만,80) 다른 한편 독립기업 원칙의 뜻을 보다 넓게 풀이하여 이익분할

법이나 거래순이익률법 따  비 통  방법들도 보충 으로 인정하 다.81) 이리

하여 이 지침은 독립기업간 가격을 찾는 방법을 통  거래방법과 다른 방법으

73) 같은 규칙 1.482-1(c)(1).
74) 무체재산에 ‘가격’이라는 말을 쓰기가 적당치 않다는 생각에서 비교가능 제3자 거래법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CUT)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내용은 다를 바 없다.
75) 미국재무부 규칙 1.482-4(a).
76) Chang Hee Lee, 같은 글, 683쪽.
77) 미국재무부 규칙 1.482-4(f)(2).
78)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

trations(1995). 이 보고서는 OECD 모델 주석의 일부인 셈이다. 모델 제9조 주석 1. 
이 보고서도 모델주석처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79) 같은 보고서 전문.
80) 같은 보고서 제1장.
81) 같은 보고서 제3장. 특히 3.49문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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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 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통  거래방법이란 근본 으로 가격實例에서 정상가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특수 계자 사이의 매매가격 기타 거래가격을 검토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통  방법에는 거래실례가격(CUP: 제3자 비교가능 가격법), 재 매가격법, 원가

가산법의 세 가지가 있다.82) 당연한 사리로 CUP이 있다면 CUP이 가장 우선하

지만,83) 이 문제는 결국 비교 가능한 상이 있는가로 돌아간다. OECD 지침이 

미국재무부 규칙의 best method rule을 직  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론으로

는 방법 상호간의 우선순 는 없고 구체  상황에 따라서 가장 비교가능성이 높

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정하는 에서84) 결국은 best method 

rule을 받아들인 셈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이익비교법을 최우선순 로 삼지 못

한 이상 best method rule에 큰 의미가 남아있지는 않다) 가령, 물건 자체는 다르

지만 다른 모든 사정이 같다면 거래실례가격 보다는 재 매가격에서 역산하는 

것이 오히려 믿을만한 결과를 낳는다.85) 재 매가격법은 주로, 제조업자가 특수

계자인 매업자에게 는 물건에 용한다. 단순한 매업자라면 비교 가능한 

매업 이문을 비교  손쉽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86) 같은 이유로 

원가가산법은 주로, 특수 계자인 제조업자에게 물건(특히 반제품)이나 노무를 공

하는 공 업자에게 용한다.87) 

종래의 3가지 통  거래 방법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면, 가령 비교 가능한 

가격도 없고 비교 가능한 거래도 없다면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88) 이 가

격 지침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에는 이익분할법을 거래기 으로 용하는 것과 

비교가능이익을 거래 기 으로 산출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익분할법이란 앞서 보았듯 특수 계자의 소득을 합하여 이를 당히 자르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규칙과의 차이는, 회사를 단 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기

”으로 이익을 분할한다고 고 있으나 결국 실질  차이는 없다. 이익을 분할

하는 기 은 거래당사자 각자의 기능과 각자가 부담한 험에 따라 산출한 공헌

82) 같은 보고서 2.1문단. 
83) 같은 보고서 2.7문단.
84) 같은 보고서 1.16문단, 1.70문단.
85) 2.19문단.
86) 2.22문단.
87) 2.32문단.
88) 2.49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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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89) 구체 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각 당사자의 공헌도를 정

하여 이익 체(total profit)를 이 공헌도로 나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 당사자

에게 통상  이윤을 나 어  뒤 남은 이윤(residual profit)을 각 당사자의 특별

공헌도에 따라 나 는 것이다. 

거래순이익률법이란 원가, 매출액, 자산 등 한 변량을 기 으로 볼 때 제3

자가 어느 정도의 업이익률(원가 비 이익률, 매출총이익률, 총자산이익률 등)

을 내고 있는가를 보아서 특수 계자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야 하는 

가를 따지는 방법이다. 미국이 들여오려 했던 CPM과 마찬가지이지만, 이익 체

를 기 으로 하지 않고 “특수 계자의 이익  검토 상인 거래에 귀속되는 이

익만을 검토한다”는 차이가 있다.90) 

비 통  방법에는 철 한 비교가능성 분석이 제되어야 한다는 꼬리가 달려 

있다. 통  방법이든 비 통  방법이든, 비교가능한가는 물건이나 노무의 특

성, 기능분석, 계약조건, 경제상황, 사업 략, 이 5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91)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갈등이 통  독립기업의 원칙에 있었음을 생

각하면, OECD가 되도록 통  원칙을 지켜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었음

은 무나 당연하다. 

III.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세제

우리나라도 1980년  말에 들어서면서 OECD의 보고서에 기 한 이 가격 세

제를 들여와서 법인세  소득세법령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 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기타의 방법으로 용순 를 정하여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라

는 규정을 들여왔다.92) 이런 규정의 주된 용 상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었다. 1980년  반까지만 해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란 미미한 

수 에 그쳤으므로 우리 기업이 과세소득을 해외로 빼돌렸는가라는 문제가 제기

될 여지가 없었다.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서도 1980년  까지는 외국인투자기

89) 3.6문단.
90) 3.42문단.
91) 같은 보고서 1.15문단-1.35문단.
92) 198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1989. 3. 6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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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외자도입 조세특례 덕택에 우리나라에서 세 을 낼 것이 거의 없었으므

로93) 국세청이 이 가격 시비를 걸 필요가 없었다. 그러다가 1980년  반부터 

외자도입에 한 조세특례가 확 면서 국세청이 이 가격 문제에 을 돌리기 

시작했고, 1988년에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부당행  계산부인 조항의94) 일부

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한 특칙을 마련했다. 미국의 시행규칙이나 1979년의 

OECD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 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기타의 방법을 차례로 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그 뒤 1995년에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을 새로 만들면서 그 내용을 옮겨왔다. 다시 2002년에는 국제거래에 

해서는 부당행  계산부인 조항의 용을 배제하는 특칙을 국제조세조정에

한법률에 신설하여95) 국조법의 이 가격 세제는 자족  규정이 되었다.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第4條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①課稅當局은 去

來當事者의 一方이 國外特殊關係者인 國際去來에 있어서 그 去來價格이 正常價

格에 미달하거나 과하는 경우에는 正常價格을 기 으로 居住者(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課稅標準  稅額을 決定 

는 更正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

수 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용

하지 아니한다.

1. 주관적 적용범위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제4조는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제특수 계자인 거

래에 용한다. 특수 계가 있는지는 약정 당시 재로 단하고, 형식 으로 제

3자를 끼워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96) 이 가격 세제에서 말하는 특수 계의 범

93) 외자도입 조세감면의 역사에 관해서는 Chang Hee Lee, Foreign Investment and Tax 
Policy ― Lessons from the South Korean Experience”, 4 Asia Pacific Tax Bulletin 187 
(1998).

94) 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 이창희, 세법강의, 제10장 제5절과 제
23장 제5절.

95) 국조법 제3조.
9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와 마

찬가지로 가격을 조작할 유인이 있다면 부당행위 규정의 적용 상이다. DHL v. Comr., 
285 F.3d 1210 (2001), 특히 1217-1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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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인세법상 부당행  조항보다 넓다. 법은 특수 계를 가) 모자회사나 모손회

사 등 직간  소유(직렬출자), 나) 직간  소유에 의해 같은 자의 지배를 받

는 계, 다) 사업방침의 실질  결정, 라) 같은 제3자가 사업방침을 실질 으로 

결정하는 계,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97) 

2. 정상가격

정상가격은 “거주자, 내국법인 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 계자가 아닌 자와

의 통상 인 거래98)에서 용되거나 용될 것으로 단되는 가격”이다.99) 정상

가격에 한 이 정의는 독립기업의 원칙을 나타낸다. 에서 보았듯이, 독립기업

의 원칙이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특수 계 없는 독립된 기업들이었다면 그들 

사이에서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었을 것인가를 계산해서, 그 가격을 용해서 각 

거래당사자의 소득을 산출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법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에서 본 세 가지 방법, 곧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재 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세 

가지를 정하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용할 수 없다면 1995년 OECD 보고서가 인

정한 이익분할 방법과 거래순이익률 방법, 그것도 안 되면 기타 합리  방법을 

쓰도록 정하고 있다.100)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비교가능성을 따져서 정

한다.101)

용역계약에 해서는 성질상  법령의 귀상 재 매가격법은 용할 수가 

없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102)이 없는 경우 원가에 이윤을 가산할 것인가가 

부터 문제되었지만 우리 법은 OECD 보고서를 따라103) 이윤을 허용한다. 원가가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9호 및 제8호.
98) 시가와 다르더라도 자국법이나 외국법이 요구하는 행위라면 부당성이 없다. CIR v. 

First Sec. Bank of Utah, 405 US 394(1972), 특히 400쪽. Procter & Gamble Co. v. 
CIR, 95 TC 323(1990), aff'd, 961 F2d 1255(6th Cir. 1992); Texaco, Inc. v. US, 98 
F3d 825(5th Cir. 1996), cert. denied, 520 US 1185(1997).

99)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거래당사자를 합해서 본다면 결손이거나 소득이 미실현
상태이더라도 조정 상이 된다. Latham Park Manor Inc. v. CIR, 69 TC 199, 215- 
216(1977), aff'd 618 F2d 100 (4th Cir. 1980). 어느 하나만 보면 부당한 거래라도 그
와 상계되는 거래가 있다면 이를 합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국조법 제8조.

100) 국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02) 회계 행 등 정형화된 용역이 있을 수 있다. 
103) OECD 보고서 7.33 문단. 다만 다시 외주용역을 주는 경우 외주부분에 이윤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같은 문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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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에서는 귀상 분명하고, 이익분할법이나 거래순이익률법은 성질상 이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형식의 소득이 은 비용이 

되지 않는다.104)

3. 거래의 재구성(2차 조정)

실제 이 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당사자가 정상가격 로 거래를 한 

뒤 둘 사이의 계에 터잡아 차액을 상 방에게 지출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해

야 한다. 조약에서 나온 용어로, 이처럼 상 방에게 생기는 법률효과를 흔히들 2

次調定이라고 부른다. 거래재구성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  조항에 터 잡아 

당사자의 거래형식을 부인할 때에는 언제나 생기는 문제이지만,105) 국조법은 시

가차액을 거래상 방에게서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특칙을 두고 

있고 거래재구성의 내용에도 특칙을 두고 있다.106) 

IV. ‘정상가격’ 산출의 실제

사실 계를 확정한 뒤  법령을 용하면 정상가격이 얼마라고 딱 특정되는

가? 

1. 비교가능성

우리 법원 결107)을 하나 보자.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요하므로, 결문 자체를 발췌해서 아래에 어본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항 제3호 나).
10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105) 부당행위 일반에 관하여 이창희, 세법강의 제23장 제3절.
106) OECD 보고서 4.67-4.77문단.
107) 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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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의 단

가.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

  (1) 원고 회사는 네덜란드의 화 배 회사…가 화  비디오의 국내 배

을 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인데, 원고는  …UIP사와 …CVI…
사로부터 화  비디오 작품들을 공 받고 그 사용료를 지 함에 있어 …
1990 사업연도…와 1991 사업연도…에, 화에 하여는 UIP에게  각 사업연

도별로 매출액의 69.47%  59.92% 상당의 액을, 비디오에 하여는 CVI에게 

 각 사업연도별로 매출액의 51.13%  57.89% 상당의 액을 각 지 하고, 

그 지  사용료를  각 사업연도의 손 으로 계상하 다.

  (2) 피고는, 원고가 특수 계회사인  UIP  CVI에게 지 한 사용료  피

고가 아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정상사용료율(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액을 과하는 부분에 하여, 이를 특수 계자로부터 자산 는 용역을 높

은 사용료율로 제공받음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 계산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에 따라 …  과 부분에 해당하는 액의 손 산입을 부

인하여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 다.

  (3) 피고는 원고의 와 같은 지  사용료에 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법’에 따른 정상사용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화의 경우에는 홍콩에 UIP 

화작품을 배 하는 특수 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인 팬아시아사(Pan Asia Ltd., 

이하 ‘팬아시아’라 한다)가 UIP에 지 한 사용료율과 국내의 주식회사 우진필

름(이하 ‘우진’이라 한다)이 특수 계 없는 외국의 화 공 사들에게 지 한 

사용료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로, 비디오의 경우에는 만에 CVI 비디오작품을 

배 하는 독립된 사업자인 킹비디오사(King Video Ltd., 이하 ‘킹비디오’라 한

다)가 CVI에게 지 한 사용료율과 국내의 주식회사 에스 이시(이하 ‘에스 이

시’라 한다)가 특수 계 없는 외국의 비디오 공 사들에게 지 한 사용료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로 각 산정하 는바, 피고가 산정한  정상사용료율은 화의 

경우 1990 사업연도는 51.91%, 1991 사업연도는 49.82%이고, 비디오의 경우 

1990 사업연도는 49.41%, 1991 사업연도는 47.12%이다.

나. 원심의 사실인정

  나아가 원심은 계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 다.

  (1) 피고는 원고의 UIP  CVI에 한 지  사용료가 정한 것인지 조사하

기 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따른 정상사용료율에 한 자료를 수집하

으나, 국내에는 UIP  CVI로부터 화  비디오를 공 받은 다른 거래처

가 없고 달리 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UIP 

 CVI의 해외 거래처에 한 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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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P와 팬아시아 사이의 화에 한 거래자료  CVI와 킹비디오 사이의 비디

오에 한 거래자료를 제출받은 후, 그 거래자료만으로는 국내의 시장조건을 

제 로 반 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자료 외에 국내의 우

진  에스 이시의 거래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용료

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원고의 화  비디오의 지  사용료에 한 각 정상

사용료율로 산정하 다.

  (2) 화의 경우, 원고가 UIP로부터 수입하여 배 한 화 64편  58편이 

같은 기간에 홍콩에서 팬아시아에 의하여 수입되어 상 되었고, 같은 기간 동

안 홍콩과 우리나라의 흥행실  상  10편의 화  7편이 UIP 배 화로서 

일치하는 등, 원고와 팬아시아가 UIP로부터 공 받은 화는 제품의 질에서 유

사하고, 홍콩과 우리나라의 화선호도가 유사하여 지리 ⋅문화  시장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거래조건의 차이도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반면에 우진이 같은 기간 동안 수입·배 한 화는 평균입장객수  평균수

입에 있어서 원고가 수입⋅배 한 화의 1/2.7 정도에 불과하여 제품의 질에

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료 지 방식에 있어서도 원고와 팬아시아

는 흥행결과에 따라 사용료 액수가 정해지는 소  경상로얄티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진은 흥행결과와 무 하게 정해진 사용료를 지 하는 소  단

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 원고와 우진의 거래조건은 흥행 험 부담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3) 비디오의 경우, 원고가 CVI로부터 수입하여 배 한 비디오 작품의 89%

가 같은 기간에 만에서 킹비디오에 의하여 수입⋅배 되는 등, 원고와 킹비

디오가 CVI로부터 수입한 비디오 작품은 제품의 질에서 유사하고, 사용료 지

방식 등의 거래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 다만, 화의 경우와 달리, 

비디오의 경우에는 불법복제의 가능성과 같은 문화수 이나 재생기 보 률과 

같은 생활수  등에 따른 지리 ⋅경제  시장조건의 차이가 사용료율 결정에 

큰 향을 미친다.

  한편, 에스 이시가 같은 기간 동안 수입⋅배 한 비디오 작품은 부분 미

국의 워 라더스사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제품의 질에서 원고가 수입⋅배 한 

비디오 작품과 큰 차이는 없다. 원고가 수입⋅배 한 비디오 작품이 흥행수입

에 있어서 에스 이시가 수입⋅배 한 비디오 작품보다 62% 정도 높고, 사용

료 지 방식에 있어서도 원고가 경상로얄티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하여 에스

이시는 기본 으로는 경상로얄티 방식을 취하면서 일정액의 최소 액을 보장

하는 일종의 단매 방식이 복합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지만, 그와 같은 차이

는 비디오 작품의 사용료 결정에 큰 향을 미치는 지리 ⋅경제  시장조건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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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심의 단

  와 같은 사실 계를 기 로 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단하 다.

  (1) 화의 정상사용료율(시가)

  팬아시아와 UIP 사이의 거래사례는 제품의 질과 사용료 지 방식 등 거래조

건의 측면에서 원고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고, 화의 사용료율 결정에 있어서 

홍콩과 우리나라의 지리 ⋅문화  시장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거래조건의 차

이도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팬아시아와 UIP 사이의 사용료율은 

지리 ⋅문화  시장조건 등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 없이 원고의 지  사용료에 

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서의 정상사용료율로 삼을 수 있고, 한편 우진의 

거래사례는 가장 요한 요소인 제품의 질에서 합리  조정으로 극복할 수 없

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료 지 방식에 따른 거래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어 원고의 지  사용료에 한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으므로, 피고가 지리 ⋅문화  시장조건 등의 차이를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팬

아시아와 UIP 사이의 사용료율과 우진의 사용료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원고

의 지  사용료에 한 정상사용료율로 산정한 것은 법하고, 결국 팬아시아

와 UIP 사이의 사용료율을 원고의 지  사용료에 한 정상사용료율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심 감정인 주성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팬아시아의 거

래사례 외에 이스라엘, 포르투갈 소재 기업의 거래사례까지 포함하여 4분 법

에 따라 화 사용료율에 한 정상가격 범 를 산정하고  정상가격 범 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지 한 화 사용료의 사용료율이 부당한 

것인지를 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특수 계자간의 거래와 거래조건

이 같거나 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사한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사례가 있

으면 그 거래사례만으로 정상사용료율을 산정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별도로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정상가격 범 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감정결과에 나타난 정상가격의 범 가 합리 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

장은 이유 없다.

  (2) 비디오 작품의 정상사용료율(시가)

  킹비디오와 CVI 사이의 거래사례는 제품의 질과 제반 거래조건의 측면에서 

원고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킹비디오의 사용료율을 원고의 지  사용료에 한 

정상사용료율 산정의 기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화의 경우

와 달리, 비디오의 경우에는 문화수 이나 생활수  등에 따른 지리 ⋅경제  

시장조건의 차이가 사용료율 결정에 큰 향을 미치는 만큼, 그와 같은 차이를 

조정하기 하여 원고와 같이 국내에서 업을 하는 다른 기업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여 정상사용료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에스 이시의 거래사례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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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질에서 원고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고 흥행수입이나 사용료 지 방식 등 

거래조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와 같은 차이는 비디오 작품의 사용

료율 결정에 큰 향을 미치는 지리 ·경제  시장조건의 차이를 조정함에 있

어서 그다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와 같이 지리 ⋅문화  시장조건 등의 

차이를 조정하기 하여 킹비디오와 CVI 사이의 사용료율과 에스 이시의 사

용료율을 산술평균한 수치를 원고의 지  사용료에 한 정상사용료율로 산정

한 것은 합리 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비디오의 경우에도  감정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킹비디오의 거

래사례 외에 멕시코 소재 기업의 거래사례까지 포함하여 4분 법에 따라 비디

오 작품 사용료율에 한 정상가격 범 를 산정하고  정상가격 범 를 벗어

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지 한 사용료의 사용료율이 부당한 것인지를 

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과세 청이 와 같은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한 

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은 그것이 자의 이고 불합리하다

는 반증이 없는 한 함부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한 단

가. 상고이유 제1의 가. 내지 다.의 

  법 제20조…규정들에 의하면, 국외의 특수 계자와의 이 가격이 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 계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정하기 한 제로서 시가

(정상가격)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외의 특수

계자와의 거래와 동종의 재화 는 용역에 한 거래로서 거래조건⋅거래수

량 등 제반 조건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의 가격을 

시가로 하되, 거래조건⋅거래수량 등 제반 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

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리 인 방법에 의하여 조정한 후

의 액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풀이된다. 

  원심은, 만의 킹비디오와 CVI 사이의 비디오 작품 사용료율은 제품의 질 

 제반 거래조건의 측면에서 원고와 CVI 사이의 거래와 유사하여 일응 비교

가능성 있는 거래사례에 해당하지만, 비디오의 경우 사용료율 결정에 큰 향

을 미치는 문화수 이나 생활수  등에 따른 지리 ⋅경제  시장조건의 차이

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제품의 질에서 원고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고 사용료 

지 방식 등에서  지리 ·경제  시장조건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에 그다지 

문제되지 아니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국내 에스 이시의 사용료율을 킹비

디오와 CVI 사이의 사용료율에 더하여 산술평균하는 것은  지리 ⋅경제  

시장조건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합리 이며, 따라서 그 조정 후의 수

치를 원고의 지  사용료에 한 정상사용료율(시가)로 산정한 것은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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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하 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와 같은 

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가산정방법에 한 법리오

해 등의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에 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의 라.  제2의 나.의 

  국외의 특수 계자와의 이 가격이 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 계산 부인 상

에 해당한다고 하기 하여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 계

산을 함으로써 경제  합리성을 무시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는바, 국외

의 특수 계자와의 거래와 동종의 재화 는 용역에 한 거래로서 거래조건·

거래수량 등 제반 조건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의 

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 ’를 구성하는 

경우, 국외의 특수 계자와의 이 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  내에 들어있다면 

부당행 계산 부인 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외 특수 계자와의 거래

의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 청이 정상가격을 조사하기 하여 요구하는 

자료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과세 청이 스스로 와 같

은 정상가격의 범 를 찾아내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의 특수

계자와의 이 가격이, 과세 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시행령 제46조 제5항 소정

의 자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 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 있

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

상가격의 범 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당해 국외 특수 계자와의 이 가격

이 그 정상가격의 범  내에 들어있어 경제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에 하여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원심감정인 주성의 감정결과에 

나타난 정상가격의 범 는, 감정인이 감정에 즈음하여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자

료에 기하여 화의 경우 팬아시아의 사용료율 외에 이스라엘, 포르투갈 소재 

기업의 사용료율을 포함시키고, 비디오의 경우 킹비디오의 사용료율 외에 멕시

코 소재 기업의 사용료율을 포함시켜 4분 법에 따라 각 정상가격 범 를 일응 

산정한 것일 뿐,  이스라엘, 포르투갈, 멕시코 소재 각 기업의 거래자료가 비

교가능성 있는 자료인지, 나아가  정상가격 범 를 구성한 수치들이 거래조

건·거래수량 등 제반 조건의 차이에 의하여 합리 으로 가격을 조정한 신뢰할 

만한 수치들인지 등에 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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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에 나타난 정상가격의 범 가 신뢰할 만한 수치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

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지  사용료율이  범  내에 들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행 계산 부인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부 한 이 없지 아니하나,  감정결과에 나타난 

4분 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범 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지  사

용료율이 부당한 것인지를 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에 한 상고이유의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생략)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한다.

비교 가능한 거래실례가액이 여럿이라면 정상가격은 정상가격범  안의 

한 값(평균값, 값, 최빈값 등)이 된다. 이 결은, 비디오에 한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으로 킹비디오와 에스 이시 두 가지를 받아들이고 두 가액의 평균값

을 정상가액으로 정했다. 화에서는 팬아시아의 거래실례가액만을 제3자 가격으

로 받아들 으므로 그 가액이 정상가액이 되었다. 원고가 주장하듯 이스라엘, 포

르투갈, 멕시코 등의 거래사례도 비교 가능하여 정상가격의 범 가 구성되었다면 

평균값 등으로 정상가격을 삼아야 한다. 결에서 말하는 4분 법이란 무슨 말인

가? 미국법108)에 있는 개념으로, 거래실례 가운데 양 극단에 속하는 일정범 를 

잘라내고 나머지로 정상가격 범 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 명시된 개념

은 아니지만109) 어차피 정상가격의 산정이란 기계  과정이 아니고 합리 으로 

당한 답을 찾는 것이라는 에서 우리 법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110) 꼭 4분

라야 할 이유도 없지만,111)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비를 걸 가능성을 생각하

고 행정청의 자의를 막을 필요를 생각하면 구태여 다른 기 을 쓸 이유도 없다.

거래실례가격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내치는 기 은 무

엇인가? 팬아시아와 킹비디오는 모두 거래상 방이 원고와 같다는 에서 일단 

108) 미국재무부 규칙 1.482-1(e)(5).
109) 국조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그저 정상가격범위안의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

다고 할 뿐이고, 정상가격범위를 구할 때 양끝의 4분위를 자르라는 말은 없다.
110) 행정해석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6...1
111) 통계학에서 신뢰도를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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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능성이 높다. 거래상 방이 다른 거래실례 가운데 우진은 내치고 에스 이

시는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인가? 제품의 질 등 비교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이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멕시코 기업의 거래가액을 내친 이유는 무엇인가? 비

교가능하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팬아시아, 킹비디오, 

에스 이시를 비교가능하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이런 거래실례는 원고의 거래와 

견  때 시장도 다르고 계약조건도 같지 않다. 이 차이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

가? 이 결에서 국세청이 무언가 조정을 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법원이 어

떻게 조정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 결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당히 조정했

을 수는 있다. 얼마를 어떻게 조정하라는 것인가? 그  당히 조정하는 것 외에

는 다른 길이 없다. 결국 정상가격이 얼마인가는 주  자의  단을 벗어날 

수가 없다.

2. 과세실무

나아가  결은 비교 가능한( 는 그 게 간주하는) 제3자 거래의 실례에 터 

잡아 정상가격을 구한다는 에서 오히려 외 인 결이다. 실세계에서는 비

교 가능한 거래를 아  찾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보통이다. 그 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실무 으로 국세청의 과세처분 차원에서 독립기업의 원칙을 어떻

게 운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정상가격산출방법  가

장 합리 이다 싶은 방법을 골라서 과세표 을 계산하고, 왜 그 방법이 가장 합

리 인지를 할 세무서장에게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12)  특수

계자의 거래명세  정가격 산출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113) 납세의

무자 스스로가 특수 계없는 제3자와 거래한 실 이 있다면 그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114) 그런 내부자료가 없다면 납세의무자가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을 찾

을 길은 거의 없고, 경쟁기업의 재무제표 등 국내외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구

해서115) 비교 가능한 기업의 이익에서 역산해서 제 정상가격이 얼마 정도라야 

한다는 소명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이 가격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납

112) 국조법시행령 제7조. 이것을 Transfer Pricing Report라고 부른다고 한다. 오윤, 이전가

격과세상 비교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XIII-3(2007), 304쪽, 특히 317쪽.
113) 국조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14) 그러나 계약조건이 워낙 다른 까닭에 비교가능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예를 

들어 United States Steel Corp. v. Comr., 617 F2d 942 (2nd Cir. 1980).
115)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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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도 참고하지만 한결 요한 자료로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통계자료에 터 잡아 CUP의 분석을 시작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이 다른 납

세의무자를 조사하거나 다른 납세의무자의 신고서에서 확보한 자료이므로 외

비로 되어있고, 납세의무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116)117) 그 다면 납세의무

자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책은 큰 회계법인의 이 가격 담당자들을 고용

하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감사, 세무 리 는 이 가격 조사 리 따  업무를 

하는 까닭에 여러 업종에 걸쳐서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기에 나름 로 폭넓은 

가격 기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다. 국세청에 필 하지는 않겠지만, 어 거나 납

세의무자로서는 국세청의 외비 자료에 항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원천은 회

계법인 뿐이다.118)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격 조사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법률회

사들도 업무과정에서 나름 로 자료를 축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기

도 하다. 

국세청은 제3자의 거래실례를 분석하면서,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국세청의 내

부자료에 의한 과세를 피하려면 해외 특수 계자의 소득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합한 액을 이익분할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 기 이 될 수 

있는 자료로, 각 당사자의 업무와 기능에 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다. 납세의무자는 개 해외 본사나 계열회사의 세계 업에 한 소득자료의 

제출을 꺼리게 마련이다. 세액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내다볼 수 없다는 불안감 때

문이다. 실제로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해외 련자의 소득자료

를 모두 제출한 결과 이익합산액의 90% 이상을 일본이 과세한 도 있다고 한

다.119) 우리나라 통계는 모르겠다. 납세의무자가 소득자료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은 내부자료에 의한 CUP 방법으로(앞 결의 우진과 에스 이씨),  때

116) 이리하여 오윤, 앞의 글, 342쪽은 납세의무자가 알 수 없는 자료로 정상가격을 산출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전가격을 
산출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옳은 주장이다. 

117) 한편 같은 글 331쪽에 따르면 우리 국세청은 비교 상자료를 직간접으로 납세의무자
에게 공개한다고 한다. 억울하다는 생각은 줄일 수 있겠지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참조.

118)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전가격 조사가 거의 회계사의 업무영역으로 넘어간 이유가 바
로 이것이다. 물론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정도로 정보를 加功해야 한다. 공인
회계사법 제20조. 

119) Thomas, Adequacy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10 Geo. Mason L. 
Rev. 995, 특히 10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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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이익분할법으로 증액경정할 액을 정한다. 이 결과는 순수한 국내기업이 

올리고 있는 이익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3. 소송의 실상

납세의무자가 이에 불복하면 개는 뒤에 보겠지만 조약에 기 어 권한당국간 

의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 의는 어차피 두 나라 사이의 흥정이고 법

에 따른 결정이 아니다. 국세청이 일단 세게 과세하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흥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하자는 것이다. 드물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송에서는 정상가격이 얼마인가라는 쟁 은 계약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얼마라야 당하다는 식의 소설을 다시 쓰는 것으로 돌아간다. 쟁

이 다국 기업이 리는 과이윤의 분배인 이상 이 분배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납세의무자와 국세청은 각각 온갖 자료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된다. 

특히 행법은 통  방법이든 비 통  방법이든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 비교가능성을 평가하게 하고 있고,120)  비교가능하다면 

수행된 기능, 부담한 험 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가격이나 이익에 가져오는 

차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므로121) 경제학자들을 감정인으로(솔직히 자면 숫자

를 다루는 소설가로) 소송과정에 끼워 넣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그러나 양 당사

자가 각각 감정인을 내세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만큼 결국 법원의 최종

단은 엿가락 자르듯 당히 자를 수밖에 없다. 앞서 보았듯 에는 Du Pont 

결처럼 표 소득율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게 하지는 못하고, 훨씬 정교

한 논리를 짜고 있지만 결국 엿가락 자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1990년  후반부터는 미국에서도 소송은 찾기 어렵다. 한없이 복잡한 사실 계를 

확정하고 온갖 감정인을 느라고 소송비용만 엄청 쓴 뒤 나오는 최종결과는 납

세의무자로서도 국가로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무 자르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

여 이제 와서는 설사 소송이 걸리더라도 간에 화해로 끝나고 말지 결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122) 행법제에 따른 결이 없고,  행법에서나 옛 

120) 국조법시행령 제5조 제4항.
121) 같은 영 제6조 제2항.
122) 최근의 사례로 GlaxoSmithKlein 사건이 있다. 34 Tax Notes Int’l 456 (2004) 및 뒤이

은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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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결국 마찬가지이므로 종래의 표  사건인 

Baush & Lomb 결123)을 보자. 매우 길고 복잡한 결이므로 결문 자체를 볼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자. 

B&L은 구나 알 듯 미국계 기업으로 세계 인 콘택트 즈 제조회사이다. 

B&L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세워 그 자회사에서 즈를 제조하고 있었다. 아일

랜드가 최근 한 이십년간에 걸쳐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부신 경제성장

을 이룩하여 일인당 국민소득이 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 에 올라간 나라이

다. 이런 외국인 투자 유인책의 하나로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 10%라는 

낮은 세율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힘입어 B&L은 제조공정을 아일랜드로 옮겨서 

아일랜드 자회사에서 즈를 생산했다. 미국 B&L은 이 즈를 8불에 사서 미국

소매시장에 9불에 공 했다. 주목할 은 다른 경쟁업체의 제조원가가 한 7불50

 쯤 된데 비해서 B&L의 제조원가는 2불50  정도로 훨씬 낮았다는 것이다. 

곧 경쟁제품의 제조업자는 개당 50 을 벌고 유통업자는 개당 1불을 번 데 비해 

B&L 제품의 경우 아일랜드 자회사와 미국 회사를 합한 소득은 개당 6불50 으

로 훨씬 높았다. 

이 사건의 쟁 은 두 가지 형태로 제기되었다. 국세청은 첫 번째 쟁 으로, 

B&L이 개발하여 아일랜드 자회사가 사용한 기술에 해서 B&L이 받은 기술료

가 무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두 번째 쟁 으로는 아일랜드 자회사가 B&L

에  즈의 공 가격이다. B&L은 이 가격을 경쟁자의 매가격(미국 유통업자

에 한 공 가격)에 맞추어 한 8불 정도로 책정했다. B&L이 기술료 조로 받은 

돈이 즈 한 개당 1불이라고 친다면 아일랜드 자회사의 소득은 제품 한 개당 

약 4불50 (= 가 8불 - 제조원가 2불50  - 기술료 1불)이었고 미국 B&L의 소

득은 개당 매차익 1불과 기술료 1불 합계 2불 정도 다. 이 사실 계에서 국

세청은 납세의무자가 기술료를 부당히 낮게 받고 제품 가를 부당히 높이는 방

식으로 소득을 아일랜드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미국 B&L의 소득을 증액경정하

다. 이에 해 납세의무자는 기술료가 정한 수 이라고 우기고,  비교가능

한 제품을 공 하는 경쟁사의 공 가격이 8불인 이상 아일랜드 지법인에서 미

국 B&L으로 는 이 가격 8불을 정상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

게 보자면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경쟁업체가 공 하는 즈의 공 가격 8불은 비교가능한 

123) 92 TC 525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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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가격인가? 제품 자체는 분명 비슷하다. 그 다면 8불이 비교가능 제3자 가

격으로 시가 내지 정상가격임은 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 지 않다. 문제는 

시장상황의 차이이다. 다른 경쟁업체는 과이윤을 리지 못하고 있다. 8불을 

정상가격으로 본다면 과이윤은 모두 아일랜드에 귀속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제조업체는 7불50 이라는 원가에 50 이라는 빠듯한 마진을 겨우 붙이고 있고 

유통업체 역시 개당 1불 정도의 마진을 겨우 붙이고 있을 뿐이다. 유효경쟁시장

이라면 어느 회사든 투자에 정상이윤을 덧붙인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즉 경쟁시장에 들어있는 기업은 스스로 가격을 설정할 능력이 없고, 각 회사가 

버는 소득은 세만 따진다면 가격기구에 따라서 수동 으로 결정된다. 이에 비

해 B&L은 독  지 에서 스스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경쟁업체가 7불50

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2불50 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원한다면 

언제라도 제품의 가격 인하를 통해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내쫓을 수 있음을 뜻한

다. 제품의 매가격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내부  이 가격 역시 스

스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면 이 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라는 문

제에서 B&L과 경쟁기업은 서로 비교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다. 

즈의 공 가격이 얼마라야 정상이고 기술료로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가라는 

논 은 B&L 아일랜드와 B&L 미국이 서로 독립 인 회사라면 개당 5불이라는 

과이윤을 어떻게 나 어 가질 것인가라는 상에서 어떤 결과에 이를까를 묻

는 것이다. 우리 국내법의 용어로 표 한다면 정상가격이란 없고, 다만 “正常價

格의 범 ”가 있을 뿐이다. 그 범  안에서는 모두 정상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다면 답을 어떻게 낼 것인가? 결국은 엿가락 자르듯 당히 자르는 수밖에 

없다. B&L 사건에서는 법원이 납세자의 편을 들어 경쟁업체의 공 가격이 정상

가격이라고 보았다고 앞서 말했지만, 실제 결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엿가

락 자르듯 잘랐다는 은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이 사건의 두 가지 쟁 , 즉 기

술료의 수 이 당한가,  제품의 이 가격이 정상가격인가라는 논 을 뭉뚱그

려 단하고 있다. 제3자 가격에 견주어 제품이 가격(B&L 아일랜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가격)을 정한 뒤 거기에서 제품제조원가 기타 비용을 뺀 소득을 구한 

뒤, 이 소득을 B&L 미국과 B&L 아일랜드가 5:5로 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

꾸어 말하면 이 소득의 50%가 B&L 미국이 받아야 하는 기술료이다. 그런데 이 

액은 사업 망치에서 볼 때 B&L의 매출액의 20%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술료

의 정상가격은 매출액의 20%라는 것이다.124) 두 회사 사이에 소득이 50:5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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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무엇인가?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사이의 소득분할

이 개 1:4라는, 그냥 그 다는 주먹구구를 인용한 뒤, 이 사건에서는 1:4는 불

공평하고 5:5로 해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를 따져 물으면 그에 해서

는 아무런 답이 있을 수 없다. 

V. 무형자산과 원가분담 약정

1. 무형자산의 정상대가

무형자산의 양도나 사용에 한 정상 가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우리 법령은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 되는 추가수입이나 감비용의 크기, 권리행사에 한 

제한여부, 이 이나 재사용의 가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125) 정상가

격이라는 개념 자체는 무형자산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다만 성질상 제한이 있

을 수 있다. 가령 특수 계자에게 특허권을 팔거나 실시권만 설정해주고 다른 사

업 계는 일체 없다고 하자. 그런 상황이라면 재 매가격법이나 원가가산법은 성

질상 사용하기가 어렵다. 논 이 제품의 이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

교가능한 제3자 가격126)이 없다면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는 기타 사용가

능한 방법을 찾아서 용하여야 한다.127) 무형자산 양도나 실시계약에 더하여 제

품이나 원재료의 매매 계가 따르는 한결 실  상황에서는 결국 제품이나 원

재료의 정상가액과 사용료의 정상가액은 서로 묶인 같은 문제가 되고, 앞서 

Basch & Lomb 결에서 보았듯 이익분할법이 유일한 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료에 원천징수세가 붙는다면, 무엇인가 기 을 마련하여 제품이

나 원재료의 정상가액과 사용료의 정상가액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에서는 유형자산보다도 훨씬 무딘 칼로 무를 자를 

수밖에 없다. 표  사건으로 미국의 DHL 결128)을 보자. 속달 우편물 배달업

124) 92 TC 525, 610쪽.
12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항.
126) 미국법은 무형자산에 해서는 비교가능 제3자거래(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

tion: CUT)라는 말을 쓰고 있다. ‘가격’이라는 말이 적당치 않기 때문이다.
1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미국재무부 규칙 1.482-4(a) 

참조. Sub-license가 있다면 재판매가격법을 사용할 여지가 있지만(OECD 보고서 6.23
문단) 우리 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글귀에서는 ‘자산의 판매’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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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DHL은 1969년에 세워진 미국법인으로, 1972년에 DHLI라는 계회사를 홍

콩에 세우고 해외운송 부분의 업을 담하게 했다. 미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우

편물은 DHL이 받아서 DHLI에게 넘겨주어 배달하게 했고, 해외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우편물은 DHLI가 받아서 DHL에 넘겨주어 배달하게 했다. 1974년 DHL

과 DHLI는 DHL 상표에 한 실시계약을 구두로 맺었고, 미국내 상표권은 DHL

이 1977년에 자기명의로 등록했으며 다른 나라의 상표권은 1983년 이후 DHLI가 

직  자기 명의로 등록했다. DHL은 큰 결손을 보았고 DHLI는 지 않은 이익

을 남겼다. 1990년 DHL은 세계  사업재편에 들어가, 일본항공 등이 DHLI에 

출자하면서 DHLI가 DHL로부터 상표권을 사들 다. 상표권 양도 가는 일본항

공 등의 출자약정서에서 2000만불로 약정하 고 그 뒤 DHLI는 실제로 2,000만

불을 주고 상표권을 사들 다.129) 이에 미국국세청은 상표권의 정상가격을 6억불

로 산출하고 세액을 추징하 다. 

DHL의 주장은, 2,000만불이라는 가격은 일본항공 등 출자자와 DHL 사이의 

독립기업간 약정이므로 이것이 정상가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해 법원은 DHL

의 세 을 이는 부분에 한 한 출자자도 DHL과 이해 계를 같이 하므로 정

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시하 다.130) 국세청 소속 경제학자가 애  과세처

분 당시 어떤 근거로 상표권의 가치를 6억불로 산출하 는지는 결문131)에서 

분명하지 않다. 소송에 이르자 국세청은 정상가격이 3억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과수익력을 재가치로 환산하면 2억8천만불 내지 3억불

2천만불에 이른다는 다른 경제학자들의 감정소견을 제출하 다. 원고는, 과수

익력을 환산하여 계산한 상표권의 가치는 5,500만불이라는 문가 감정소견을 제

출하 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감정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가는 사실문제로 사실심 법원이 확정한다.132) 법원은 국세청 감정인의 계

산방법이 한결 설득력이 높다고 보고 과수익력의 재가치가 3억불이라는 사

실을 일단 받아들이지만 그 가운데 상표권의 덕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가운데 반인 1억5천만불이라고 잘라낸다. 상표 말고도 유통망 등 달리 과수

익력을 낳는 요소는 많다는 것이다. 왜 반인가에 해서는 별다른 이유를 지 

128) 285 F.3d 1210(2002). 하급심 판결은 TC Memo 1998-461 (1998).
129) 실제 사실은 훨씬 복잡하지만 단순화하였다.
130) 285 F.3d 1210, 특히 1218-1219쪽.
131) TC Memo 1998-461, 81-84쪽.
132) 이창희, 세법강의, 제26장 제1절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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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그  “보니까 그 다”고 할 뿐이다. 그 다음 단계로 이 1억5천만불을 다

시 해외사업 부분 1억불과 미국내 사업부분 5천만불로 갈라낸다. DHL 상표권의 

가치 가운데 미국상표권의 가치는 5천만불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DHLI가 맡

은 해외 업은 성공 인데 비해 DHL의 미국내 업은 결손이 나고 있으므로 

2/3는 상표권의 해외 가치로 1/3은 미국내 가치로 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2:1이라는 비율의 근거는 따로 없다. 

나아가 조세법원은 상표권의 해외가치 1억불 가운데 반은 애  DHLI에 귀

속된다고 단한다.133) DHL이 상표권자이기는 하지만 DHLI와 DHL의 계에서 

오로지 DHL을 상표권자라고 보기에는 무리도 있다는 것이다.134) 우선 미국 아

닌 다른 나라에서 DHLI가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DHL과의 

계에서는 DHL이 상표권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단이다. 

DHLI의 권리는 모두 1974년의 약정에 따라 DHL이 설정해  실시권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서면약정도 없고  DHLI가 직  자기 명의로 다른 나라에서 상표

를 등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 회사의 계에서 DHLI를 단순한 실시권자로 

보기도 마땅히 않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조세법원은 상표권의 해외가치 1억불 가

운데 DHL의 몫은 5천만불이라고 정한다.

그러나 해외상표의 가치 가운데 5천만불을 DHL의 양도소득에 가산하여야 한

다고 결론짓기에는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원고는 DHL을 해외 상표에 

한 권리자로 본다는 것은 두 회사의 민사법 계에서 그 다는 것일 뿐이고 

세법상으로는 DHLI를 상표에 한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고 우긴다. 이 사건 당

시 제482조에 딸린 규칙을 보면, 상표법이나 민사법상의 권리자가 당연히 세법상

으로도 상표에 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표를 개발한 자, 곧 상표의 

가치를 실질 으로 창출해 낸 자를 권리자로 보고 있다. 이런 에서는 해외상

표권의 가치를 실질 으로 창출해 낸 자는 DHLI라는 것이다. 조세법원은 이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비용을 쓰고 온갖 마

 활동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DHLI가 지출한 이상 DHLI를 상표개발

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135) 따라서 5천만불을 DHL의 소득으로 증액경정할 수 

없다. 

133) TC Memo 1998-461, 120-151쪽.
134) 조세법원 판결은 권리자 문제를 먼저 따지고 있다. 같은 판결 108-119쪽.
135) 285 F.3d 1210, 특히 1221-1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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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결국 DHL의 소득으로 증액경정된 액은 얼마인가? 미국상표권의 가치 5

천만불이다. 처음 6억불에서 시작한 액이 5천만불로 어든 과정을 본다면 6억

불에서 3억불로 어든 이유는  불분명하고, 3억불이 1억5천만불로  것은 

상표에 귀속하는 부분이 반이라는 것이다. 다시 1억5천만불이 5천만불로  것

은 미국상표권과 해외상표권의 가치는 1:2라는 것이다. 3억불 가운데 상표에 귀

속하는 부분이 반이라는 논거는 무엇인가? 1억5천만불 가운데 5천만불만이 미

국상표권에 귀속한다는 논거는 무엇인가? 그냥 보니까 그 다는 것이다. 

2. 사후조정

국제 으로 요한 문제는 무형자산 가의 사후조정이다. 무형자산에 한 미

국 행법의 바탕은 이른바 super royalty, 곧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가를 제

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개념이 노리는 것은 다국 기업의 과이윤에 

한 세수를 미국이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Super royalty란 이를 정당화하기 

하여 나온 개념이다. 다국 기업,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 기업이라면 연구

개발의 다수를 과학기술이 모여 있는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에 착안하여, 

과이윤이란 연구개발의 성과로 나오는 것이므로 무형자산의 사용 가가 될 수밖

에 없다는 논리를 짜낸 것이다. 이 논리의 한 갈래로 미국법은 무형자산의 사용

가는 계약당시의 사정만이 아니라 사후성과에 비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136) 계약당시의 사정으로는 사용료 약정이 공정했다 하더라도 뒤에 사정변경

이 생기면 미국국세청은 사용료소득을 주기 으로 증액경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137) OECD 보고서는 기본 으로는 주기  조정이라는 생각에 반 하지만, 애

 약정당시에 미래를 내다보기가 아주 어려워 당사자가 애 부터 사후조정 조

항을 두었으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138) 우리 

법에는 사후조정에 한 내용을 정해 두고 있는 것이 없다. 어도 아직은 사후

조정의 개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거의 일방 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에서 사후조정 개념은 미국에 유리할 

136) 미국재무부 규칙 1.482-4(a), (f)(2).
137) 같은 조항 (i). 사정변경 후 정상가액이 당초 약정시 정상가액의 80%~120%의 범위 

안에 있다면, 비교가능제3자가격이 없는 이상 주기적 조정을 하지 않는다. 1.482~4(f) 
(ii)(C). 또 사후적 변화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주기적 조정을 하지 않는다. 1.482-4(f)(ii)(D). 

138) OECD 보고서 6.28-6.35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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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 

3. 원가분담 약정

여러 회사가 무형자산의 개발에 드는 돈을 분담하고 개발결과를 나 어 가지

는 약정을 원가분담(cost sharing 는 cost contribution) 약정이라고 부른다. 이 

약정은 부터 늘 있던 일이지만, 특수 계자 사이에서 원가분담 약정이 특히 

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super royalty 규정이 나온 뒤부터이다.139) 미국 

국세청이 무형자산의 사용 가를 사후 으로 증액경정한다는 험에서 벗어나기 

해 납세의무자들이 짜낸 책이 바로 외국 업에 한 무형자산은 애 부터 

외국기업에 소유권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한 수단으로 리 쓰이기 시

작한 것이 원가분담 약정이다. 미국정부로서도 이 약정 자체를 부인할 길은 없

고, 납세의무자가 이 약정을 부당히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다.140) 2007년부터는 우리 법에도 이에 한 규정이 들어왔다. 원가분담은 꼭 

무형자산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의 창출이나 용역의 공통이용 계에도 있을 수 

있고, OECD의 1997년 보고서는 이런 다른 원가분담 약정도 다루고 있지만141) 

우리 법은 미국법을 본따 자산의 공동개발에 한 규정만 두고 있다. 원가분담 

계약에 한 조항은 새로 생긴 것이고,  뒤에 보듯 해석상 문제를 남기는 것이 

있으므로 조문을 볼 필요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제6조의2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 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는 확보

(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하여 사 에 원가⋅비용⋅ 험(이

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 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과하는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 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

하여 거주자의 과세표 과 세액을 결정 는 경정할 수 있다.

②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 계자와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하여 정

하게 원가를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

부터 기 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 편익”이라 한다)이 통령령이 정하

139) 미국재무부 규칙 1.482-4(a), (f)(2).
140) 미국재무부 규칙 1.482-7.
141)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looseleaf), 제Ⅷ장, 특히 8.7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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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 142)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당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 편익을 비율 기 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 과 세액을 결정 는 경

정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하략)

②법 제6조의2제1항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함은 거주자가 국외특수 계자

가 아닌 자와의 통상 인 원가⋅비용  험부담(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한 약정에서 용되거나 용될 것으로 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

자산의 개발을 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한 기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액을 말한다. (하략) 

③정상원가분담액은 정상원가분담액에 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 등을 분담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 액 계산시 이를 손 으로 산입한다.

 조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표 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거래상

방에 한 법률효과는 이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나 다를 바 없다.143) 법 제6조의

2 제2항은 기 편익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가분담액의 소 경정에 한 내용만 

정하고 있으나, 그 제로 실제 편익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가분담액을 소 경정

할 수 있음은 논리상 당연하다.144) 보기를 하나 들어,145) 미국 모회사(USP)와 외

국 자회사(FS)는 특수 계 없는 제3자(UTP)까지 끼워서 셋이 새로운 오디오 기

술 개발을 해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한다고 하자. 약정 첫해에, USP는 무형자산 

개발원가 225만불을 약정에 따라 일단 액 부담하고, 그 가운데 25만불과 70만

불을 각 UTP와 FS에서 구상 받았다. 법령에 따를 때 USP와 FS의 정상 원가분

142) 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14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거주자의 원가분담액 손금불산입액이 거래상 방에

게 유출되었다고 보는 경우 사용료로 볼 수는 없다. 상 방이 직접 무형자산을 개발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가분담의 내용이 거
주자가 기존의 무형재산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다를 수 있다. OECD 보고서 8.23문단. 

144) 미국재무부 규칙 1.482-7(f)(3)(iv)(B).
145) 미국재무부 규칙 1.482-7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보기를 우리 법에 맞추어 손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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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액은 각각 얼마인가? 우선 특수 계자를 합한 원가 총액은 225만불 - 25만불

(UTP 분담액) = 200만불이다. 국세청의 검토 결과 USP와 FS는 제4차 연도에서 

제6차 연도 사이에 상 무형자산으로부터 각 240만불과 160만불의 편익을 얻을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고 하자. 그 다면 정상 원가분담액은 USP 몫이 200 × 

240/(240+160) = 120만불(60%), FS 몫이 200 × 160/(240+160) = 80만불(40%)이

다.146) 그런데 실제 부담한 원가는 USP와 FS가 각 130만불과 70만불이므로, 

USP의 지출액 가운데 10만불은 손 불산입하고, 실제로 돌려받지 않는다면 자회

사에 한 출자로 처분한다.147) 

그 뒤 국세청이 제4차 연도에서 제6차 연도를 검토한 결과 앞 문단의 기술이 

실제 낳은 성과가 USP와 FS 사이에 50:50이라고 하자. USP의 실제 편익은 50%

는 기 편익(60%)의 80% 내지 120%라는 편차범 , 곧 48% 내지 72%라는 편차

범  안에 들어간다. 따라서 제1차 연도의 원가분담액을 소 해서 경정하지는 않

는다.148) 다른 한편, USP와 FS 사이에 실제 편익이 35:65라면 기 편익의 편차 

범 를 벗어나므로 실제부담원가(앞서 본 경정 후의 원가) 120만불 가운데 200만

불 × 35% = 70만불을 넘는 50만불 부분을 손 불산입하여 과세표 을 경정한다.

한 가지 문제로 국제조세에 한 법률 시행령은 이에 하여 “그 변동이 발생

한 사업년도의 과세표 을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149) 이 사안의 경우 50만불

은 뒤에 실제 편차가 생긴 사업연도(앞의 보기에서는 제4차 연도에서 제6차 연

도)의 과세표 에서 조정할 수 있다.150) 이런 조정은 개발일이 속하는 연도 이후 

5년 동안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151) 한편 기 편익의 측이 애  틀린 부분

은 당 의 정상원가분담액을 경정하여야 한다.152) 편차가 사후 으로 생긴 것은 

애 에는 오류가 아니었다는 생각에서 나 에 반 하도록 한 것이겠지만, 나 에 

생긴 오류라 하더라도 애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두 가지의 구별은 실제로는 어렵다.  5년이라는 기간이 조약상 상호합의

146) 국조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147) 국조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148) 국조법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20% 변동 여부는 거주자만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점

에서 미국법과 차이가 있다. 미국법에서는 특수관계자 누구라도 20%를 벗어나면 경
정 상이다. 미국재무부 규칙 1.482-7(f)(3)(iv)(B). (f)(3)(4)(D), Ex. 7.

149) 국조법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150) 국조법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 
151) 국조법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
15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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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 하게 흘러가는 것도 입법론으로는 의문이고153) 무형자산의 성과가 5년 

안에 모두 나타난다고 보는 것도 비 실 이다. 

원가분담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에 당사자  빠져나가는 

자가 생기거나 새로 들어오는 참여자가 생긴다면 기 편익의 정상  가를 주

고받아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 도참여자 는 도탈퇴자의 

가수수에 한 과세표  결정 등) 과세당국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분

담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도에 탈퇴하는 자가 그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 편익에 한 가나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 편익에 

한 가를 수수한 경우 그 가가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과할 때에는 정상

가격을 기 으로 거주자의 과세표   세액을 결정 는 경정할 수 있다.

기 편익의 정상가격이란 무엇인가? 이 조는 단순히 원가분담액의 조정을 뜻

하는 것이 아니다. 원가분담 약정을 통하여 창출한 완성 는 미완성 무형자산의 

가를 정상가격만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가는 매매  형식일 수도 있

고, 기술료 형식일 수도 있다.154) 미국재무부 규칙에 있는 를 보자.

국내자회사(USS), 해외모회사(FP), 해외자회사(FS), 세 회사가 원가분담약정을 

맺고 X 제품군에 속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약정 X군 제품의 국내 제

조 매는 USS가 맡고 있었고, 남미는 FS가 세계 나머지 지역은 FP가 맡고 있

었다. 세 회사의 상으로, 신제품의 생산 매는 각 1/3씩 되리라고 보고 있

고, 이에 따라 세 회사는 개발원가를 1/3씩 부담하기로 하 다. 그러나 신제품

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보니, 그 사이에 USS는 X제품군의 국내 생산을 포기

하고 그 신 FP가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들여다 팔기로 하 다. USS는 이 유

통업자로서의 기능에 걸맞는 소득을 벌지만, 자기 몫의 무형자산에 걸맞는 소

득은 벌지 않고 있다. 할 세무서장은 USS의 무형자산 원가분담분(1/3)이 기

편익(0)보다 크다고 보고, USS는 무형자산 가운데 제 몫을 FP에게 이 하

으므로 FP로부터 이 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다. FP의 원가분담액(1/3)은 

기 편익(2/3)보다 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형자산에 한 USS의 지분을 반

하여, 1.482-1조(부당행  내지 이 가격에 한 일반조항)  1.482-4조(무형자

15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154) 미국재무부 규칙 1.482-7(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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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이 가격), 1.482-5조(비교이익법), 1.482-6조(이익분할법)에 따라 FP의 소

득을 USS에게 할당할 수 있다. FS는 USS의 무형자산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FS의 소득을 USS에게 할당할 것은 없다.155) 

 

조  생각해 본다면 국제조세에 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나 와 같은 미

국법의  규칙은 당연한 사리일 뿐이다. 원가분담 방식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하

다면 각자 자기 몫이 있는 것이고, 이 몫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가를 

받는 것은 무나 당연하다. 이리하여 미국법은 다음과 같이 고 있다.

특수 계자군이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하는 경우 무형자산에 한 참여자 지분의 

변화는 … 무형자산의 양도이고, 할 세무서장은 1.482-1조, 1.482-4조, 1.482-5

조, 1.482-6조에 따라 양도 가를 정상가격으로 반 하기에 한 할당을 할 

수 있다.156)

4. 원가분담 약정과 독립기업 원칙의 갈등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근본  문제가 있다. 앞의 보기에서 USS의 기 편익은 

1/3에서 (0)으로 바 었다. 그 다면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제6조의2 제2

항에 따라 USS의 당  원가분담액을 손 불산입하여야 한다. 원가분담액을 손

불산입하고 다시 USS에게 무형자산의 이 에 따른 소득을 익 산입하는 것은 

이 계산이 되므로,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 그 다면 어디에선가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실제편익이나 새로 계산한 기 편익이 당 의 기 편익과 달라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제6조의2는 원가분담액을 경정하여 기 편익에 

맞추라고 한다. 한편 기 편익의 편차를 완성 는 미완성 무형자산의 이 이라 

본다면, 같은 법률 제4조  제5조,   시행령 제14조의5는 무형자산의 이

가를 경정하라고 한다. 자는 각 참여자가 무형자산을 공유하는 비율은 실제

편익(한결 정확히는 편차가 생긴 후의 기 편익)의 비율이라는 것이고, 후자는 

공유비율은 원가분담액(한결 정확히는 편차가 생기기 의 기 편익)의 비율이라

는 것이다. 두 가지는 양립불가능하다. 

이 문제가 생기는 근본 이유는 무형자산의 사후조정과 독립기업 원칙 사이의 

155) 미국재무부 규칙 1.482-7(g)(8) Ex. 2.
156) 미국재무부 규칙 1.482-7(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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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다. 앞 미국재무부 규칙의 보기처럼 오로지 사후  사정에 따라 기 편익

이 바 는 것은, 독립기업 원칙에 의한다면 애 의 무형자산 원가분담액에는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약정 당시에 독립기업 원칙에 맞는 거래조건은 사후  

사정변화에 계없이 공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생긴 사정이 지나간 과거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미국법은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사후조정을 허용

하고, 같은 맥락에서 원가분담액도 사후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이 모순이 생

기는 것이다. 우리 법은 일반 원칙으로는 무형자산 소득을 사후조정하지 않으면

서, 2006년 개정법으로 원가분담 약정에 해서만 사후조정 조문을 베껴왔고 그

러다 보니 같은 모순에 부딪히게 이르 다. 한편 OECD 보고서에서는 사후사정

에 따른 원가분담액의 소 경정이 없으므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공유비율을 정하는 두 가지 다른 기 을 동시에 용할 길이 없는 

이상, 두 가지의 용 역을 나 어야 한다. 경계선은 어디인가? 우리 법에는 아

무런 답이 없다. 미국법은 원가분담 약정과 그 뒤 주기 으로 재계산한 기 편익 

사이의 편차가 지속 이고 그 액이 크다면, 애  원가분담액을 기 으로 무형

자산의 공유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애  원가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한 자가 무형자산에 한 추가지분을 취득하 다고 보는 것

이다. 따라서 그런 자가 기 편익에 비할 때 애  원가를 무 게 부담한 자에

게 무형자산을 이 하 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런 자는 무형자산 이 에 따른 

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157) 이 조문 자체는 가장계약이 있다면 진정한 계약

을 찾아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당연한 말이다.158) 여기

에서 요한 은, 아마도 미국법의 해석론으로는 조문의 치상 이 규정은 반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다. 그 게 본다면, 편차가 일회 이거나 요

하지 않다면 거듭 새로 계산한 기 편익(궁극 으로는 실제편익)이 무형재산의 

공유비율을 정하는 기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비율에 따라 기왕의 원가분

담액을 경정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법에서도 결론은 같

아진다.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 제6조의2의 원가분담 약정 조항이 같은 법 제

4조의 일반조항보다 특별법  지 에서 우선 용된다고 풀이해야 하기 때문이다.

157) 미국재무부 규칙 1.482-7(g)(5).
158) OECD 보고서 8.29문단, 8.30문단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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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독립기업 원칙과 조약

1. 조약상 독립기업 원칙 조항의 의의

조세조약이 이 가격에 해 재 늘 볼 수 있는 귀를 갖추게 된 것은 1977

년의 OECD 모델조약에서 비롯한다. 모델조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9조: 특수 계 기업

  1. (가) 한 체약국 기업이 다른 체약국 기업의 리, 통제 는 자본에 직간

으로 참가하고 있거나 (나) 같은 사람(들)이 한 체약국 기업과 다른 체약국 

기업의 리, 통제 는 자본에 직간 으로 참가하고 있는 경우로서, 두 기업 

사이의 상업  는 재무  계가 독립  기업 사이에서 만들어질 것과 다른 

조건으로 만들어지거나 설정된다면, 그런 조건이 없었더라면 각 기업 사이에 

생겼을 것이지만 그런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이윤을 각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그에 맞추어 과세한다. 

  2. 한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소득에, 다른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체약국에서 

세 을 낸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하고, 그 게 포함된 소득이 두 기업 사이에 

만들어진 조건이 독립  기업 사이에서 만들어졌을 조건이었더라면 첫 체약국

의 기업에 발생하 을 이윤이라면, 다른 체약국은 그런 이윤에 자국이 내긴 세

을 히 경정하여야 한다. 이런 경정을 할 때에는 이 조약의 다른 조항에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각 체약국의 권한 당국은 필요한 로 서로 의

하여야 한다. 

 1항의 내용은 獨立企業의 原則을 정하고 있는 것임은 바로 알 수 있다. 모

델조약의 이 가격 규정은 에서 본 바와 같이 독립기업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는 아주 짧은 귀뿐이다. OECD는 1979년에 그 당시의 미국세법 시행규칙을 약

간 손보아 “이 가격세제와 다국  기업”이라는 보고서159)를 내어놓았다. 1984년

에는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호합의, 은행의 이 가격  앙 리 비용의 배

부에 한 보고서가 나왔다.160) 그 뒤 미국의 super royalty 규정을 둘러싼 한  

싸움의 최종정리로 OECD는 이미 보았듯 1995년에서 1997년에 세 차례에 걸쳐 

159) OECD, Transfer Pric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1979).
160) OECD, Transfer Pric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 Three Taxation Issue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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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  기업과 과세 청을 한 이 가격 지침”161)이라는 몇백쪽 분량의 문서를 

내놓았고, 행 OECD 모델조약 주석은 “이 보고서는 국제 으로 합의한 원칙을 

담은 것이며 이 조[OECD 모델 제9조의 특수 계자]가 공식 으로 나타내는 독

립기업 원칙을 용하기 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고 있다.162) 

조약에 독립기업 원칙이라는 귀를 정해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가격 문

제란 해외에 자회사를 둔 자국기업이든 는 외국회사의 국내자회사이든, 기본

으로 내국법인의 소득을 증액경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63) 법률  형식논리로

만 따지면, 어느 경우든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세운 우리나라 회사는 우리 국내법

에 따라 과세하면 된다. 주주가 외국법인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외국인투

자기업의 과세소득은 모회사와 지법인을 묶어서 그 가운데 당한 액을 우

리나라가 과세하겠다는 식의 규칙을 국내법에 입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법

인이라는 이유로 지법인의 소재지국이 제 마음 로 세 을 매길 수 있다면, 조

세조약이란 맺으나 마나가 된다. 국제투자는 거의 부분 지법인의 꼴로 이루

어지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독립기업 원칙에 한 규정을 두는 것이다.164) 곧 

독립기업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조약 규정은, 근본 으로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

국 사이의 세수분배에 있어서 자본수입국의 속인주의 과세권에 한 제약이라는 

법  성격을 띤다. 이른바 단일기업과세방식 내지 공식배분법, 즉 모회사를 포함

한 다국 기업군의 소득을 합하여 그  일부를 자본수입국 자회사에 과세해서는 

안 되고, 자본수입국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만 보면서 정상  거래조건에 

따라 계산한 소득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미국의 조약과 독립기업 원칙

그런데 썰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 까지의 논의에서 아주 재미있는 문제 

한 가지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여태껏 본 우리나라 결이나 미국 결에는 왜 

조세조약에 한 언 이 없을까? 분명히 조약의 용을 받는 사건이고 그 다면 

161)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
tions(1995).이 보고서는 OECD 모델 주석의 일부인 셈이다. 모델 제9조 주석 1. 이 
보고서도 모델주석처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162) OECD 모델 9조 주석 1문단.
163) 지점에 한 이전가격 과세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상세는 이창희, 고정사업장의 과

세, 조세법연구 13-2 (2007). 
164) Klaus Vogel, Double Taxation Conventions 제9조 주석 7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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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서 단해야 할 터인데 조약에 한 언 은 단 

한 마디도 없고 오로지 국내법 이야기만 있다. 열쇠는 DHL 결의 한 귀퉁이에 

숨어있다. 이 결 주석 14를 보라. 독일정부가 이 사건에 간 참여하여165) 불만

을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정부의 과세처분이 조약상의 독립기업 

원칙 반이라는 것이다. 납세의무자와 미국국세청 사이의 재 과정에 난데없이 

독일 정부가 왜 등장하는가? 결의 사실 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DHL의 주주

가 DHLI이고 DHLI의 주주가 독일회사인 Lufthansa와 독일 체신부이다. 따라서 

미국이 DHL에 세 을 매기면 독일 회사들이 받는 배당 이 고 그에 따라 독

일 정부가 받는 세 도 게 된다는 것이다.166) 미국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독미조

약 제9조 반이라는 독일 재무부의 주장에 한 법원의 답은 무엇인가? 미국 

국내법이나 조약이나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법 문제이기는 하지만, 엄 히 말하자면 법원의 이 답은 필요 없는 답이

다. 미국 국내법과 조약 사이에 차이 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문제는 어두고, 

엄 히 법을 따져보면 법원이 그런 답을 내어놓는 것 자체가 틀렸다. 미국-독

일 조약 제9조 반이라는 독일의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

가? 미국이 체결하는 조약은 언제나 조약상의 독립기업 원칙이 미국을 구속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옛 1981년 미국모델은 이 을 정면으로 밝  “제9조 제1

항은 국내법상 부당행  계산부인 조항의 용을 막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정하

고 있었다.167) 행 미국모델에는 이 말은 없고, DHL 사건에서 독미조약에도 그 

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를 얻는 조문이 있다. 바로 미국모델 제

1조의 saving clause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거주자인 DHL을 과세하고 있는 

것이고, 자국 거주자에 한 과세는 조약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68) 

물론 외가 있다. 그러나 조약 제9조 제1항은 이 외에서 빠져있고 제2항만이 

외에 들어간다. 즉 다른 체약국이 그 거주자의 소득을 경정하고 경정내용이 조

약상 독립기업의 원칙에 맞는다면 미국도 미국거주자의 소득을 감액경정할 제2

항의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자국거주자의 소득을 경정하는 것은 국내

165) amicus curiae란 법원의 친구라는 뜻이다. 일종의 독립당사자 같은 것이지만, 판결에 
구속받지 않는다. 

166) Brief amicus curiae of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00 TNT 93-27 (May 12, 2000)

167) 1981년 미국모델 조약 제9조 제3항.
168) 미국모델 제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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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그로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용될 독미조약을 보면 제1

조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독미조약의 경우에는 조약

본문과 동시에 체결된 의정서(protocol)가 조약에 붙어있다. 이 의정서는 조약본

문과 같이 체결되었고 그 뒤 조약의 일부로 비 된 것이다. 이 의정서 안에 

saving clause가 미국모델과 같은 내용으로 들어있다.

3. 미국세법 제482조와 조세조약 제9조

조세조약과 미국법상 독립기업 원칙의 계에 한 DHL 결의 답이 틀린 것

은, 아마도 법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리라. 조문의 귀를 쭉 따르기만 

하면 틀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약상 독립기업 원칙에 구속당하지 않는

다고는 법원도 차마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마도 진짜 이유 을 것이다. 일반

론으로 미국정부나 미국의 식자들은 미국이 맺은 조약의 구조와 귀가 미국을 

독립기업의 원칙에서 해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시하는 법이 없다. 아마도 

OECD 체를 상으로 나아가 세계를 상으로 싸우기에는 미국도 역부족이

라는 것이 이미 90년  의 한  싸움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약의 

구조와 귀에 불구하고 미국 역시 독립기업의 원칙이라는 말을 지키고 있다.169) 

다만 독립기업의 원칙에 한 희 생각은 틀렸고 이 생각이 옳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독립기업 원칙이라는 개념을 재해석해내지 재창조하고 있다. OECD의 이

가격 지침이 미국의 입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종래의 통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받아들 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갈등은 완 히 합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로 남아있는가? DHL사건에

서 독일 정부의 불만은 주로 특수 계의 존부에 한 것이므로 논외로 하고, 일

반론으로 미국에 한 불만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super-royalty 라는 사고 자체에 한 불만이 있다. 제482조의 요는 특허, 

기술 등 무형자산은 미국에서 개발된 미국의 것이니 거기에 “제 값”을 받는 방

식으로 미국의 세수를 올리라는 것이다. 바로 이 생각 때문에 482조를 super- 

royalty 조항이라 부르는 것이다. 가령 앞서 이익분할법 가운데 잔여이익법이 이

익을 어떻게 나 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연구개발이 있었던 곳을 기 으로 이익을 

나 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연구개발 활동의 부분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169) 독립기업 원칙을 국제공법상의 일반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일각의 견해는 아마 
이 점을 얼버무리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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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다국  기업의 과이윤(잔여이익)은 기본 으로 미국 몫이라는 것이 

super-royalty 라는 생각이다.(바로 이 생각에 스스로 설복되어 미국은 연구개발을 

미국 안에서 일어나게 하기 한 여러 가지 조세유인도 제공하고 있다.) 다른 나

라로서는 이 생각 자체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기술 으로

는 미국세법에서 무형자산의 해외이 에 제 값 로 과세하는 규정170)이 이미 있

는 마당에 왠 super-royalty냐는 반감이 있다. 나아가 연구개발이 일어나는 지역

이 미국이라고 해서 그 연구개발의 성과를 미국이 독식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가

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생각이다. 가령 일본회사가 연구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연구개발을 주로 미국에서 할 수 있다. 이 연구개발 인력의 다수는, 특히 

자연계의 고 두뇌는 다수가 제3세계에서 넘어온 고 인력들이다. 이들의 연구성

과를 미국이 독식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학원 교육과정 쯤 오면 미국의 지원 

덕택에 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은 분명 옳은 이 있다. 그러나 어도 

학부교육까지는 자국에서 받고 온 사람이 부분이고, 연구개발 성과란 그  돈

만 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이란 사람의 머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사람의 머리란 좁게 본다면 그 사람을 낳고 키운 나라의 자산이고 더 넓게 본다

면 人類共榮의 자산이다. 한 연구인력이 미국에 모인다는 것은 재 세계의 

정세와 사회구조에서 우연히 그 게 되어있는 것일 뿐이다. 

실 으로 불만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미국세법이 무형자산의 가를 사주기

으로 사후조정한다는 이다.171) 독립기업의 원칙이란 특수 계자 없는 자들이 

합의하 을 가상  가격이다. 약정 체결 당시로 돌아가 얼마로 합의하 을 것인

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 다면 여기에는 그 뒤 실  사정이 바 었다

고 해서 사후에 조정한다는 생각은 들어가기 어렵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니

다. 약정 당시에는 제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합의한 당사자가 나 에 두고 보니 

자기가 제공한 것 때문에 상 방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계

약의 재 상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인신 속 인 부가 아닌 이상, 

더 이상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 방은 여기에 응하지 않게 마련이

다.(물론 인지상정으로 개평을 주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런데 미국은 licensee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를 따져서 거기에 맞추어 기술료를 주기 으로 사후조정한다. 

그러나 OECD 지침에는 사후조정이라는 생각은 없다. 다만 당사자들이 내다볼 

170) 미국세법 제367조(d), 제936조(h).
171) 미국재무부 규칙 1.482-4(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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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것을 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172) 이런 생

각에서 가령 캐나다 국세청은 미국식의 사후조정은 독립기업 원칙에 어 난다고 

밝히고 있다.173) 

미국 재무부 규칙에 따른 사후조정이, 는 super-royalty라는 생각 자체가 독

립기업 원칙 반이라는 주장은 옳은가? 답은 물론 독립기업 원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에 달려있다. 독립기업 원칙이란 “특수 계가 없었더라면 거래 당사

자 기업  하나가 벌었을 소득”을 찾는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온갖 상황에서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는  자명하지 않다. 그것이 자명하다면 애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가 정하는가? 결국은 

조약을 용하는 각국이 제 입장에서 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 OECD에서 낸 이

가격 지침의 내용이 어떻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독립기업 원칙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 OECD 지침의 방 한 내용을 “특수 계 없는 자들이 합의하 을 가격”

이라는 말에서 논리필연 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이 지침내용 자체가 

미국의 입장을 상당 반 하여 1994년에 나온 보고서와 달라져 있다는 데에서도 

자명하다. 이 지침은 독립기업의 원칙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 가격의 과세기 을 

구체 으로 정하고 있는 창설  내용을 각국 재경부나 국세청 실무자들이 합의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OECD에 법을 만들 권한은 없다. OECD 모델 

주석 체에 걸쳐서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모델조약 제9조의 짧은 귀와 몇백쪽

에 이르는 주석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한결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에 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법률 자체는 몇 마디 안 되고 독립기업 원칙의 내용은 모두 재

무부규칙이나 기타 하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고 항변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사정은  다르다. 법령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법률의 임을 받

은 사항을 명령이 정할 수 있고( 임명령) 법률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 그 뜻을 

밝히는 명령(집행명령. 미국식 용어로는 해석명령)을 둘 수도 있다. 헌법이 그

게 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 다면 미국의 입장이 종래 세계 여러 나라가 독립

기업의 원칙이라 여겨온 것에 어 난다는 말은 당연히 옳은 말이지만 미국의 입

장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어 난다, 는 조약에 어 난다는 말은 당연히 옳지는 

않다. 몇백쪽에 이르는 이 가격 지침을 “독립기업들이 합의하 을 가격”이라는 

말에서 끌어낼 수 없는 이상 이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어도 법해석론의 

172) OECD 지침 6.34 문단.
173) 캐나다 국세청 통칙(Circular) IC-87-2R, 149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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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  미국과 다른 나라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다. 

4. 제9조 제2항: 대응조정과 2차 조정

어느 한 나라가 특수 계자 거래에서 자국거주자의 소득을 증액경정한다면 상

방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액경정한 국가에서는 자국거주자와 거

래상 방의 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납세의무자가 정상가격 아닌 조건으로 특수 계자와 거래한 결과 납세의무자

가 마땅히 신고하 을 소득보다 은 소득을 신고하 다는 말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거래상 방에게 유출하 다는 말이 된다. 가령 100억원짜리 재산을 해외

모회사에게서 150억원에 사들이는 거래는 물건값 100억원을 주는 거래와 웃돈 

50억원이 흘러나가는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같이 흘러나간 돈에 해서는 

2次調整(secondary adjustment), 곧 거래의 성질에 따른 새로운 과세처분이 필요

할 수 있다.174) 앞의 에서라면 50억원은 소득처분의 형식으로 모회사에 지 하

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175) 거래상 방이 자회사라면 흘러나간 돈을 출자의 

증가로 보아 상 방에게 세 을 매기지 않는다.176) 다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로 본다.177) 납세의무자가 흘러나간 돈을 일정기한 안에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하

고 실제로 돌려받는다면 소득처분하지 않는다.178) 

어느 납세의무자와 다른 나라에 속하는 거래상 방 사이의 거래조건이 정상가

격이 아니라고 보고 우리나라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늘려 잡는다면, 다른 나라

는 그에 응하여 거래상 방의 소득을 여 잡아야 한다.179) 이것을 對應調整이

라 부른다. OECD 모델 조약 제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한 체약국이 다른 나라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이윤에 다른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과세받은 이윤이 포함되고, 그 게 포함된 이윤이 만일 

두 기업 사이의 조건이 독립기업 사이에 이루어졌을 조건이었더라면 처음 말한 

기업에게 발생했을 이윤이라면, 다른 나라는 그런 이윤에 해 자국에서 매겼

174) 같은 법 제9조. 이창희, 세법강의, 제3장 제2절, 제23장 제3절 참조.
175) 국조법시행령 제15조 제1호.
176) 같은 조 제2호.
177) 같은 조 제3호;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아)목;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아)목.
178) 국조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179) OECD 모델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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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세 을 히 경정하기로 한다. 경정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 조약의 다른 

조항을 정당하게 존 해야 하고 두 체약당사국의 권한 당국은 필요에 따라 서

로 상의하기로 한다.

그러나 정상가격이 무엇인가에 한 분명한 답이 없는 이상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의 과세조정에 따라서 무조건 응조정을 할 이유는 없고, 이 과세가 벌어

질 수 있다. 실제로는 납세의무자가 두 나라 과세행정청 사이의 상호합의를 구하

여, 두 나라 정부가 상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180) 우리 법도, 다른 나라가 

먼  세 을 매기는 경우라면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부분에 해서만 응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181) OECD 모델조약 제9조 제2항의 귀를 담고 있지 않은 

조약이라면 응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가? 이 조항이 없더라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이 가격을 조정하는 과세처분이 조약 제9조 제1항에 어 난다고 생각한다

면 이 문제에 한 권한당국간 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182) 의과정에

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 로 두 나라 국세청이 행정처분을 다시 할 것이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가능성은 제9조 제2항에 해당

하는 귀가 있더라도 같이 존재한다. 결국 제9조 제2항이 반드시 필요한 귀

는 아니지만 OECD 모델의 귀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OECD 모

델은 권한당국간 의에 3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해두고 있다.183) 한편 OECD 

모델 제9조 제2항의 응조정에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것을 제9조 

제2항의 응조정은 언제라도 해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는다면184)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미국모델 제25조에는 제척기간이 없다. 

응조정과 2차조정이 낳는 여러 가지 논 을 미국조세법원의 Schering 결185)

로 분석해보자. 이 사건 원고인 Schering 사는 미국법인으로 스 스에 Scherico라

는 100%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원고는 스 스자회사에 특허권 기타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료를 받았다. 미국국세청은 원고에 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원

180) OECD 모델 제9조 제2항 및 제25조.
181) 법인세법 제53조.
182) OECD 모델 제25조 주석 10문단. 10.1문단 초안.(2006. 2. 1)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하나, 논리에 닿지 않는다.
183) OECD 모델 제25조 1항.
184) OECD 모델 주석은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이 각각 다르다고 적고 있다. 제9조 주석 10

문단.
185) 69 TC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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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기술료를 무 게 받았다고 단하 고, 원고는 원고의 기술료 소득을 증

액경정하는 미국국세청의 처분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합의서를 1969. 9. 23자로 

국세청과 맺었다.(미국에서는 행정사건에서도 화해가 가능하다.) 이 합의서 내용

은 미국 국세청이 원고의 기술료소득 1961년분, 1962년분, 1963년분 세 해치를 

증액경정하면서, 이처럼 덜 받은 기술료는 원고가 스 스자회사에 꿔  여 으

로 보고,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스 스자회사가 이 여 을 갚기로 

한다는 것이다.186) 이 여 에 덧붙여 스 스자회사는 1965. 1. 1.부터 갚는 날

까지의 이자를 지 하기로 하면서,187) 여  원 의 상환은 원고의 소득이 아니

지만 여  이자는 원고의 소득에 익 산입하기로 하 다. 한편 90일 이내에 

여 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애  덜 받은 기술료는 여 이 아니라 출자 으

로 보기로 하 다. 

문제는 스 스정부가 미국정부의 증액경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다. 이

게 되자 스 스자회사는 100%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 을 지 하는 형식으로 

여  원리 을 갚는다. 스 스정부는 이 “배당 ”에 원천징수세를 물리되 미국-

스 스 조약에 따른 세율상한인 5%(모자회사간 배당 에 한 세율상한)를 용

하여 원천징수세를 물린다. 

이 결의 쟁 은 이 원천징수세를 원고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을 수 있는가이다. 국세청은 이자부분은 원고의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해주었지만 여  원 부분에 한 스 스세 은 공제해주지 않았다. 논거는 소

득이 없는 데 물린 세 이므로 소득세(우리 법에 맞추자면 법인세)가 아니고 따

라서 공제 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해 법원은 납세의무자의 편을 들면서 

소득세인지는 개별항목을 기 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천징수세가 스 스 

소득세제 체의 일부라는 에서는 소득세로 보아야 맞다고 시하 다. 나아

가 스 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원천징수세는 배당에 한 원천징수세이므로 

소득세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고 시하 다.

이 결이 옳은지 그른지는 오로지 잠시 어두고 조세조약의 에서 이 사

안을 분석해보자. 미국의 증액경정이 있다면 스 스는 반드시 응조정을 해주어

야 하는가? 그 지 않다. 미국의 증액경정 처분이 “독립기업 원칙에 맞다면” 

186) 우리 법의 해당조문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187) 같은 법조, 같은 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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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조정을 해  의무를 질뿐이다. 미국의 증액경정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맞지 않

다면 응조정을 해  필요가 없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독립기업의 원칙에 맞

다고 생각했으니까 과세한 것이지만, 앞서 보았듯 독립기업의 원칙이란 엿가락 

자르기일 뿐이다. 스 스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물

론 두 나라 국세청이 권한당국간 의 과정을 밟아 독립기업 원칙에 맞는 증액

경정 액이 얼마라고 합의한다면 그 합의에 따라 감액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런 

합의가 없다면, 스 스로서는 자국 거주자인 자회사의 소득을 감액경정할 이유가 

없다.188) 

미국국세청의 입장으로 돌아가, 원고가 1961년부터 1963년까지의 기술료를 

무 게 받았다고 본다면, 원고가 아직 받지 않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가? 바꾸어 말하면 원고가 돈을 제 로 받는다고 보고 그에 맞추어 거래를 재

구성하는 2차 조정을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술료를 제 로 다 받고 

그 가운데 일부(실제 받은 액을 넘는 부분)를 스 스자회사에 다시 꿔  것으

로 거래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에 따라 여  이자 계산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

이다. 이처럼 차액을 여 으로 본다면 여 의 상환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

리하여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와 의하여 일정기간 안에 납세의무자가 차액을 실

제 돌려받겠다고 약속하면 그 차액을 여 으로 구성한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돌려받을 생각이 없거나, 는 돌려받겠다고 약속하고서 약속기간 안에 실제 돌

려받지 않는다면, 거래당사자의 계에 따라서 거래를 달리 구성하여야 한다. 모

회사가 자회사에 돈을 유출하고 모회사에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는 계라

면 여 일 수는 없고 출자 일 수밖에 없다.189) 역으로 자회사가 모회사에 돈

을 유출하고 돈을 돌려받지 않는 계라면 배당 일 수밖에 없다.190) 이런 2차 

조정 문제는 이 가격에 특유한 문제는 아니고 부당행  계산에 따르는 거래재

구성 문제의 한 갈래일 뿐이다.191) 

한편 스 스정부의 입장에서도 2차 조정의 문제가 생긴다. 이 사건에서 미국의 

증액경정 처분에 따른 응조정으로 만일 스 스정부가 1961년에서 1963년까지

의 세액을 감액경정해 다면, 미국정부의 증액경정에 따른 기술료 증가액을 스

188) OECD 모델 제9조 주석 6문단.
189) 국조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190) 같은 영조항 제1호.
191) 이창희, 세법강의, 제23장 제3절 참조.



李 昌 熙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 455∼517508

스자회사가 애  모회사에 지 했지만 같은 액을 미국모회사에서 다시 꾼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스 스정부는 스 스자회사의 

1961년에서 1963년까지의 기술료 비용을 추가로 잡으면서 그에 맞추어 미국모회

사에 지 할 채무를 잡아주어야 한다. 그 게 한다면 1969년 들어 스 스자회사

가 지 하는 액은 이 채무 원리 을 갚는 것으로 구성하면 된다. 그러나 이 사

건에서는 스 스정부가 감액경정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1961년에서 1963년 당

시의 거래에 해서는 스 스정부로서는 거래를 재구성하여 2차 조정을 할 것이 

없다. 1969년에 스 스자회사가 미국에 지 하는 액은, 스 스의 입장에서 보

면 자회사가 아무런 가를 받지 않으면서 모회사에 지 하는 액이므로 배당

일 수밖에 없다. 

그 다면 마지막 남은 문제로 Shering 결은 옳은가? 이 문제는 스 스가 원

천징수세를 물린 돈의 흐름이 소득인가를 구의 에서 악할 것인가로 돌

아간다. 이 가격 문제에 해 두 나라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스 스의 에

서 본다면 이것은 분명 배당 이라는 소득에 해 물린 소득세이다. 미국의 입장

에서 본다면 이것은 여  원 의 반환에 물린 세 이고 소득세는 아니다. 조약

은 여기에 어떤 답을 주는가? OECD 모델조약은 “다른 체약국에서 이 조약에 따

를 때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해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라고 정하고 있

다.192) 그 다면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배당  내지 여 은 조약에 따를 때 스

스가 과세할 수 있는 액인가? 다시 이 문제는 최  미국의 증액경정 처분의 

당부로 돌아간다. 독립기업간 가격이 얼마인가에 한 두 나라 사이의 생각이 다

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상 스 스정부에게 미국의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들일 조약상 의무는 없다. 그 다면 스 스로서는 1969년에 자회사가 지 한 돈

은  의무가 없는 돈을 지 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배당 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약에 어 날 바 없다. 따라서 결은 옳다. 

5. 이전가격에 관한 권한당국간 협의

Schering 결의 쟁 으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응조정의 

가능성은 증액경정을 한 나라(이 사건에서는 미국)에서 재미있는 문제를 낳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자국의 과세처분이 옳다고 보고 증액경정을 한 것이고, 

192) 제23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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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원칙 으로는 납세의무자(정확히는 거래상 방인 자회사)가 다른 체약

국에 이미 낸 세 의 환 을 청구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상 방이 이 환 을 

구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 을 낸 것이므로 이것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상이 못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재무부 시행규칙이 그 게 정하고 

있다.193) 주목할 은 환 청구 수단에 권한당국간 의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즉 상 체약국 국내법상 행정쟁송이나 민사소송만이 아니라 권한당국간 의도 

해야만 외국납부세액 공제 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법령이 분명하다면 국내법

상 쟁송 차는 밟지 않아도 되고, 그밖에도 무 많은 비용이 든다든가 달리 환

청구를 제약하는 사정이 있으면 외가 있을 수 있다.194) 

이 사건에서 국세청은, 원고가 스 스정부에 권한당국간 합의를 신청하지 않았

다는 것을 들면서 스 스자회사가 납부한 스 스세 은 자발  납부 이고 세

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 미국재무부규정도 그 게 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보

았다. OECD 모델 조약 제25조는 “다른 체약국이 조약에 어 나는 행동을 해서 

자기가 조약과 다른 세 을 물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거주지국에 권

한있는 당국간 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스 스 － 

미국 조약에서는 해당 조문의 귀가 다르다. “체약국 과세당국이 조약에 어 나

는 행동을 해서 자기가 조약과 다른 이 과세를 당하게 된” 납세의무자는 그의 

거주지국에 권한당국간 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미국국세

청의 주장을 내치면서, 달리 외국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이상 

이 과세가 없고 따라서 권한당국간 의를 신청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 다.

법원이 펴는 논리는 옳은가? 이 사건에서는 외국세액공제 문제를 어놓더라

도, 이 과세는 있다. 애  1961년에서 1963년분 소득에 한 이 과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해 권한당국간 의를 신청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

을 것임은 애 부터 분명했고, 이를 제로 한다면 나 에 스 스정부가 매기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는 스 스에 해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고 따라서 조약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상이 된다. 결국 법원의 결론은 옳다. 

마지막으로 권한당국간 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자발  납부 으로 보아야 

한다는 미국국세청 주장에 해 법원은 일침을 놓고 있다. 미국국세청의 입장은, 

해외자회사가 권한당국간 의를 신청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193) 미국재무부시행규칙 1.901-2(e)(5).
194) 같은 규칙조항 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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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가령 랑스에서는 세액을 증액경정당한 랑스 법인이 

랑스에 권한당국간 의를 신청하면 각하 상인 듯하다.195) 캐나다의 실무도 

해외 계회사가 다른 체약국에 신청하도록 한다고 한다.196) 그러나 이에 해 

Schering 결은 권한당국간 의는 미국국세청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조약의 귀를 놓고 따진다

면 이 지 은 옳다. 앞 문단의 조약 귀에서 ‘행동’을 보인 나라는 미국이고, 그 

행동에 따라 세 을 물게 된 사람은 미국법인이다. 이를 제로 앞의 조약 귀

를 다시보라. 권한당국간 의를 신청하려면 가 구에게 신청해야 하는가? 세

액을 증액경정당한 미국법인이 미국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모델조약 제25조 제3

항을 보면 두 체약국 국세청은 언제나 직권으로 권한당국간 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 게 본다면 증액경정이라는 행정처분으로 일을 처음 벌인 미국국세청

이, 행정처분의 직 상 방도 아닌 해외 계회사가 다른 체약국에 권한당국간 

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입힌다는 것은 논리에 닿지 않는다. 이

에 해서는 다른 체약국 국세청이 응감액경정을 하지 않는다는 부작 에 의

해 자국 거주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반 논리를 펼칠는지 모르나, 이것은 미국

국세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조약에 맞는다는 제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권한당국

간 의란 바로 이 증액경정처분이 조약에 맞는가를 의하자는 것이다. 어도 

조약의 귀로는 권한당국간 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 거주지국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 

한편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증액경정하는 경우라면 외국법인이 

제 거주지국에 권한당국간 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시비를 피하기 해 실무

에서는 권한당국간 의는 거래당사자 양쪽이 동시에 각자 거주지국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권한당국간 의는 본질 으로 흥정이다. 반드시 국내법이나 조

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OECD 모델 주석도, 한 편에서는 가령 이 가격 같으

면 주석(이 가격지침)의 내용이 권한당국간 의의 기 이 된다고 하지만197) 다

른 한편으로는 꼭 법 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공평’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198) 실은 분명 주고받는 흥정이다.199) 이 의 과정은 두 

195) Tax Portfolio Management (France), A-66.
196) Tax Portfolio Management (Canada), A-76.
197) 이전가격지침 15-17문단.
198) OECD 모델 제25조 주석 27문단.
199) Thomas, 1014쪽. Tax Portfolio Management, 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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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국세청 사이의 의이며, 납세의무자는 원칙 으로 그 과정에서 배제된

다.200)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권한당국간 의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가 따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때문에 권한당국의 합의사항은 납

세의무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한다는 조건 하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

다.201)

VII.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정상가격 산출이 이처럼 무 자르기를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국가와 납세의무

자의 분쟁, 국가와 국가의 분쟁은 풀 길 없는 문제로 남게 된다. 기존의 해법인 

독립기업 원칙은, 말만 그럴 듯하지만 규정만 복잡하고 국가와 납세의무자 모두

에게 엄청난 행정부담만 지운 채 분명한 기 도 없이 그 때 그 때 당히 답을 

찾는 결과에 이를 뿐이다. 이 문제를 풀어낼 길이 있는가? 이 가격에 한 추상

 답으로서 독립기업 원칙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이 가격 세제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수단으로서 1980년  말부터 등장하

기 시작한 것이 이른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 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제도이다. 시작은 1987년에 일본이 들여온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202) 미국

에서는 1991년에 이 제도를 시작했고, 그 뒤 많은 나라에 들어왔다. OECD의 

1997년 보고서도 이를 다루고 있다.203)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한 법률을 

만들면서 이 제도를 들여왔다.204)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우리 국세청과 합의해 놓더라도 국외특수 계자가 

속하는 나라의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자는 이 과세 부

담을 지게 마련이다. 부분의 주요 교역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에서는 우리 국세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편면 사 합의(unilateral APA: 법

은 이를 ‘일방  사 승인’이라고 부르고 있다205))는 별 의미가 없고, 납세의무자

200) Tax Portfolio Management (Canada), A-77. Thomas, 앞의 글, 1009쪽, 1011쪽.
201) OECD 모델조약 제25조 주석 31문단.
202) National Tax Agency, APA Program Report 2005, 3쪽 (2005).
203) OECD 보고서 4.124-4.171 문단.
20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2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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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와 상 방 국가가 동시에 합의하는 양면 사 합의(bilateral APA)를 

구하게 마련이다. 사 승인은 이 가격 문제에 한 답이 되는가? 더 두고 볼 일

이지만 아마 아닌 듯하다. 납세자로서는 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산세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에서 사후  해결방법보다는 한결 낫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

서는 결국은 소송이나 상호합의나 마찬가지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본질 으로 

쟁 이 같기 때문이다. 일본의 통계를 보면 사 승인 과정에 체되는 사건 수

가  늘고 있다. 그 다면 APA가 본질  해결책은 아니다.  APA는 반드시 

법을 법 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낳을 수

도 있다. 가령 국세청이 특정한 납세의무자와 APA를 맺고, 다른 납세의무자와는 

APA 맺기를 거 하 다고 하자. 그 결과 자의 세부담이 후자보다 가볍다고 

하자. 이것은 평등원칙에 어 나지 않는가?206) APA는 일종의 계약이니 불평등해

도 괜찮은 것인가? 는 APA는 과세처분에 하는 것이므로 평등해야 하는 것

인가? 다른 사람의 APA보다 불리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가 소송을 낸다면 APA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인가?207)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라는 실 앞에서 이 가격 세제에 한 안으로 공식

배분법이나 연결납세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나도 한 10여 년 

에 쓴 에서 global trading과 자상거래 등의 발달이 결국은 독립기업 원칙을 

무 뜨릴 것이고, 공식배분법 내지 연결납세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망을 내놓

은 이 있다.208) 그러나 이 망과 달리 어도 아직까지는 독립기업 원칙은 

이 시퍼 게 살아 있고, 오히려 독립기업 원칙을 국제공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해

당한다고 우기는 도 나오고 있다.209) 어도 識者 사이에서는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가 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도

206) 최근의 GlazoSmithKlein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정확히 이것이
다. 이 사건은 화해로 끝나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34 Tax Notes Int’l 456 
(2004) 등을 보면 자료가 있다. 일반론으로는 불법적 우를 평등하게 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창희, 세법강의 제3장 제5절 II. Tipke/Lang, Steuerrecht 4장 72문단. 그러
나 불법을 감수하더라도 평등한 과세처분을 명한 판결로 IBM Corp. v. US 343 F.2d 
914 (Ct. Cl. 1965), cert. denied 382 US 1028 (1966).

207) 국세청장의 APA 비밀유지 의무에 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208) 정찬모⋅이창희 외, 세정정보화  자상거래 세제지원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9-05), 177쪽 (1999).

209) Avi-Yonah, The Rise and Fall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15 Va. Tax Rev. 89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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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어인 일인가? 물론 독립기업 원칙이 살아 있다는 말의 정확한 뜻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90년  반의 세수싸움동안 독립기업 원칙의 의미는 

분명 바 었다. 그 에는 이익분할법이나 이익비교법은 독립기업 원칙에 어 나

는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독립기업 원칙에 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의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과세소득의 주기  조정이나 사후조정도 반드시 

독립기업 원칙에 어 난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지 에 와서 독립기업 원칙이

라는 말은, 건건이 구체  자료를 놓고 따져보기 에는 정상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는 말 정도일 뿐이다. 거래당사자의 각 거주지국과 납세의무자가 모두 

달려들어 세수를 서로 상해서 나 다는 이런 제도가 살아 움직이는 이유는 무

엇인가? 

답은 아마도 미국의 이해 계와 OECD 조직의 료주의, 이 두 가지에서 찾아

야 할 듯싶다. 1990년  반의 논란에서 분명해진 것은, 다국 기업의 독 이

윤에 한 세수를 미국이 독차지하는 제도를 미국도 세계사회에 강요할 수 없었

다는 것이다. 획일 이고 분명한 세수분배 규칙을 만든다면 이 규칙은 미국에 불

리하게 작용할 것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의 략은 독립기업 원칙

이라는 명분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힘을 실  배경으로 삼아 건건이 각개격  

방식으로 세수싸움을 벌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한 것이다. 이것이 ‘독립기업 

원칙’이라는 말이 살아남고, 그 말에 기 어 세수분배를 일일이 상 상으로 삼

는, 매우 비효율 인 제도가 살아남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의 바

탕에 깔려 있는 것은 힘의 결이지만,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법률이론과 경제학 

이론의 립이다. 

이 결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과 OECD의 계이다. 1990년  반까지 

미국은 OECD의 논의과정에 상 으로 소극  자세를 보 다. 미국은 미국모델

을 따로 가지고 독자행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수싸움의 결과가 

와 같이 정리되면서 미국은 미국모델을 OECD 모델에 근 시키면서 OECD 안

으로 들어와 OECD의 논의구조 그 자체에 미국의 입장을 반 시키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OECD의 료조직 안에 사람을 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  논의

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재의 OECD 모델 주석이나 보고서에는, 

기실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내용들을 이것이 마치 세계 으로 응당 그래야 

하는 규범성을 띤 것처럼 고 있는 것이 많다. 조약과 실질과세의 계라든가. 

조약편승에 한 논의 따 가 그 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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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료조직은 나름 로 건별 상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데 이해 계를 

지니고 있다. OECD는 수천명의 자체 직원을 거느린 엄청난 료조직이다. 모든 

조직은 힘을 좇기 마련이다. 이들은 OECD 모델의 상을 조약해석의 法源으로 

끌어 올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210) 조약의 해석 용에 재제도를 도입하

여 OECD의 권력을 늘이려 하고 있다. OECD가 조약의 해석권을 독 하고, 사실

상 유일한 재기 이 된다면, 그 다음 무엇을 꾀하겠는가? 사건의 수를 늘이는 

것이다. 조약을 둘러싼 분쟁 가운데 가장 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두말할 나  

없이 이 가격이다. 

요사이 10여년 사이에 벌어진 이 변화를 보면, 이 가격 세제 는 건별 상 

제도는 아마도 어도 당분간은 살아남을 듯싶다. “ 실 인 것은 합리 인 것이

요, 합리 인 것은 실 인 것이다”는 철학자의 말이 실 세계에서 반드시 옳

지는 않은 듯싶다. 

투고일 2008. 11. 24   심사완료일 2008. 12. 11   게재확정일 2008. 12. 12

210) 이창희, 조세조약해석방법, 조세학술논집(제23집 제2호), 2007. 특히 173-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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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ransfer Pricing 

211)

Chang Hee Lee
*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history,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likely 

future of transfer pricing. The leading thesis is that transfer pricing as a legal 

system has failed. The transfer pricing rules remain only in name, and their 

substance has already vanished. In the current world, the rules have degenerated 

to an inefficient and perhaps unfair system that tax revenue from monopoly 

profits of multinational firms are shared among national treasuries based on an 

unscrupulous, ad-hoc negotiation without clear or predictable rules. 

After a brief introductory Part Ⅰ, Part Ⅱ covers the history of transfer 

pricing rule, focusing on how the current rules became established as a global 

norm. Part Ⅲ briefly summarizes the current Korean rules. Part Ⅳ addresses the 

reality of the transfer pricing practice and reveals the transfer pricing rules do 

not function as law any more, in that the rules do not mandate any specific 

result when applied to a fact. Part Ⅴ addresses a very practical issue of the 

cost sharing agreement under Korean law. Part Ⅵ analyzes corresponding 

adjustment and secondary adjustment, focusing on the treaty aspect of the issues. 

Part Ⅶ concludes the paper with a prediction of the future of the transfer 

pricing.

Subject words: transfer pricing, arm’s length principle, arm’s length price, cost 

sharing agreement, tax treaty, super-r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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