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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이 논문의 논의 대상은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고정사업장이다. 고정

사업장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의 방법 및 분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각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에게는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고

합당한 판단을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외연

을 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정사업장 요건의 해석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Skaar의 1991년 저서에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하나

하나씩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례를 분석해 본다. Skaar의

저서는 OECD의 주석서나 IFA 벤쿠버 총회의 총괄보고서, 그리고

비교적 최신의 또다른 저작인 윌리엄스의 책에서 제시된 고정사업장

해석론도 기본적으로 Skaar의 설명을 답습하는 것에서, 이러한 해석

론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기본 정의와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론’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이 논문의 기본 전제

로 삼았다.

Skaar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을 크게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개별적 판단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객

관적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물리적인 실재를 요구하는 ‘장소 판

단기준’과 일정범위 내에서 이동하는 사업활동에 관하여 검토하는

‘위치 판단기준’이 있다. 두 번째 요건은 주관적 요건이다. 위 요건은

객관적 요건을 갖춘 일정한 장소와 해당 납세자와의 관련성을 살펴

보는 것이다. 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용권한 판단기준’과 ‘영속

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용권한 판단기준’은 ‘고정된 사업

장소’와 ‘납세자’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로서, 고정된 사업 장소



에 대하여 납세자가 어떠한 내용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판

단한다.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

는 한 법적인 권한을 반드시 요구 하지 않고 사실상의 사용권한 만

으로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영속성 판단기

준’은 납세자가 어느 정도 그 사업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야 하는

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마지막 요건은 ‘기능적 요건’이다. 이 요건

은 납세자와 연결된 장소에서 어떤 내용의 활동이 수행되어야 고정

사업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가에 관한 문제이다. 위 요건은 ‘사업 활동

판단기준’과 ‘사업 연결 판단기준’을 갖추어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들이 실제로 국내 사례

들에도 적용되는 지를 살펴본다. 우선 소위 ‘블룸버그 사건’과 ‘론스

타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였다. ‘블룸버그 사건’에서 대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국제적 해석론과 거의 동일한 고정사업장 성

립 요건을 추출하였다.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한 결과, 미국법인이 제

공하는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

고객들에 대한 교육 활동 및 홍보 활동 등은 핵심적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

론은 타당하나, ① 일부 요건에 관하여는 아예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판단한 요건 역시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은 점, ② 대법원이 인용하

고 있는 원심법원에서는 주관적 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업 장

소에서 행하여진 활동을 아무런 설시 없이 기능적 요건의 판단의 자

료로 삼은 점, ③ ‘정보수집 활동’을 판단에서 제외하고서도 그 근거

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아니한 점, ④ 한미조세조약의 문리적 해석상

‘보조적 행위의 결합’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 판단과

달리 이를 인정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론스타 사건에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

진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행위들의 활동에 의



하여는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①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고 ②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누구의 활동으로 평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논의를 진행시켰으며, ③ 기능적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우

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및 질적 평가 과정 중

보조적 활동으로 평가된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

고, ④ 론스타 펀드의 특수한 형태의 투자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핵심적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 밖에 일정요건 하에서 선별된 과세 관청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심사청구, 심판청구 사례들을 검토해보았다. 위 사례들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나누어 판단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 요건들만을 다루고 있었다. 기능적 요건 중

핵심적, 본질적 활동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을 하였으며, ‘사

용권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일단 고

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쟁점들

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사례들은 다수 존재함에 반하여 고정

사업장의 성립 여부자체를 다투는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위 논문은 우선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에 대한 ‘국제적 규

범력’이 있는 해석론을 살펴보고, 국내 사례들이 그러한 해석론을 충

실하게 반영하여 판단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국내 실무는 큰 틀에

서는 위 해석론의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부 요건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

다. 현재 국내 실무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고, 이 논문은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기본적 고정사업장, 성립 요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기능적 요건.

학 번 : 2011-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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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고정사업장의 기본 개념과 기능

이 논문의 논의 대상은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다.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업 중 일부 또

는 전부가 행하여지는 고정된 사업장소(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라고 정의된다.1) 이러한 고정사업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과세

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고정사업장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

한 과세 방법을 결정한다.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은 순소득 기준으

로 과세하는 것에 비하여2),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

하지 않고,3) 다른 종류의 소득이라면 총 지급금액의 일정비율을 원천징

수방식으로 과세한다.4) 또한 고정사업장은 국제 거래에서 과세권의 분배

1) OECD MODEL TAX CONVENTION(이하 ‘OECD 모델’이라 한다.) 제5조.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정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많은 조세조약에도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

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

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9조 제1항(이 협약의 목적상 “고

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1항(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

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1항(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

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한편 위 법인세법 조항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가

아닌 ‘국내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사업장’은 조약상의 개념인 ‘고정

사업장’ 개념과 구분되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그대로 국내법에 투영된 것으로서 사실

상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세조약은 소득의 원천에 버금가는 기준으로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각국의 실정법에도 그에 맞먹는 개념(우리 법에

서는 국내사업장이 생기기 된다.”는 견해와 동일하다.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684쪽.

3)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후단 등

4)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전단,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15,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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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도 맡고 있다.5) 기업의 거주지국과 소득을 얻는 원천지국이 나뉘는

경우에, 그 사업주체가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고정사업장이 없

는 이상 원천지국에는 과세권이 없다.6)

2. 고정사업장 개념 해석의 어려움

이처럼 고정사업장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의 방법 및 분배를 결정짓

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각 국가의 과세관청에게는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

부에 관하여 일관되고 합당한 판단을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고정사

업장의 정의는 “외연을 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개념”7)으로 구성되어 해

석의 여지가 매우 넓다. 또한 고정사업장은 당연히 여러 국가에 걸쳐 사

업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의 해

석에는 여러 국가가 관련되어 있고, 각 국가가 세수를 어떻게 나누어 가

질 것인가라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8)9)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자

본수입국과 자본수출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특정 사업 분야에 관하여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 법제도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관하여 상이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

다.10) 이를테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

5) 이창희, 위의 책, 295쪽.

6) ‘거주지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 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두 개념은 과세권을

분배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거주지국 과세는 속인주의를 기반으로하는 과세권 분배

기준이다. 즉, 특정한 납세의무자가 어느 국가에 속하는가라는 인적관할을 정한 뒤,

소득을 어떻게 벌었는가와는 무관하게 그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원천지국 과세는 속인주의를 관철 시킨 기준으

로서, 특정한 납세자가 자국 안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그 국가가 과세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창희, 위의 책, 12-14쪽 참조.

7) 이창희, 위의 책, 297쪽.

8) 이창희, 위의 책, 292쪽.

9)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이중과세의 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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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출) 보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자본수입)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에서는 투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

받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좀 더 쉽게 인정하는 해석 방법이 유

리할 것이다.

3. 고정사업장 연구의 필요성 및 본 논문의 논의 범위

고정사업장 개념의 애매모호함 및 여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

어 볼 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고정사업장 요건의 해석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아도 우리나라 과세

관청 및 법원의 판단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납세자들을 납득 시킬 수 있는 합당한 논리를 갖고 있다면 이는 분

명 외국납세자의 국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서도 고정사업장의 의의와 요건, 고정사업장 원

칙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의 범위, 고정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의 범위, 고정사업장 과세에서 독립기업원칙의 의의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11) 이 논문에서는 고정사업장에 관한 많은 쟁점들의 전제가 되

는 고정사업장의 성립, 특히 그 중에서도 OECD 모델 제5조 제1항이 규

정하는 ‘기본적 고정사업장(흔히 Basic PE)’ 의 성립요건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제5조 제2항 이하의 몇 가지 간주 고정사업

장들의 성립요건 - OECD 모델 제5조 제3항(건설조항), 제5항(종속대리

인 조항) - 은 이 논문에서 논의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본적 고정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성립요건 역시 세분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들 요건들을 분류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있

다.12)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중 특히 이 분야에

10) Arvid A. Skaar, 《Permanent Establishment : Erosion of a Rax Treaty Principl

e》,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1, 33-37쪽 참조.

11) 이창희, 위의 책, 293쪽.

12)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의 구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2장 제3절 참조.



- 4 -

관하여 망라적이면서 권위 있는 저작을 남긴 노르웨이의 ‘Arvid Aage

Skaar’(정확한 발음이나 외래어 표기방법을 알기가 어려워 이하에서는

부득이하게 ‘Skaar’라고 알파벳을 써서 표기하도록 한다.)가 제시하고 있

는 ‘기본 원칙(Basic Rule)’13)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범위에 한

하여 여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곁들이도록 한다.

4. 연구의 기본적 방법 - Skaar가 추출한 기본적 고정

사업장 성립요건들에 관한 1차적 의존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Skaar의 1991년 저서인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14)에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고정사업장

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왜 하필이면 Skaar의 책에서 제시한 기

준을 중심으로 연구 하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에

서 간단하게 살펴본다.

① 우선, Skaar가 제시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래

에서 살펴볼 것처럼 OECD 국가들은 물론이고, 많은 다른 국가들이 체

결하는 조세협약의 근간인 OECD 모델 주석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

한 위 저서는 비록 25년 전에 쓰이기는 하였지만 고정사업장의 해석에

관하여 지금도 여전히 가장 널리 인용되는 저서이다.15)

13) 고정사업장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하고 있는 기준을 의미한다. Skaar, 위의 책, 1쪽.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주 고정사업장’ 즉, 특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성립되는

고정사업장이 있다. ‘간주 고정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3절 참조.

14) 각주 10)과 13)에서 인용한 바로 그 책이다.

15) 이창희, 위의 책, 360-378쪽,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 규정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2014, 180쪽, Robert L. Williams, 《Fundamentals of

Permanent Establish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2014, 278쪽 등 참조. 특히

Williams의 책에서는 Skaar의 책을 ‘the leading work in the area’라고 기술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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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교적 최근에 열린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의

2009년 뱅쿠버 총회(Vancouver Congress. 이하 ‘IFA 뱅쿠버 총회’라고

한다.)에서도 OECD의 조세조약 분야 권위자인 자크 사스빌(Jacques

Sasseville)과 함께 공동 총괄보고자(co-general reporter)의 책임을 맡은

Skaar는 여전히 그 “총괄 보고서(general report)”에서 자신의 책에서 제

시한 틀을 그대로 활용하여 각 나라의 국가별 보고서(national reports)들

을 요구하고 또 분석하였다.16)

③ 특히, 최근에 발간된 다른 책들 예를 들어, 로버트 윌리엄스(Robert

L Willams)의 고정사업장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저서만 보더라도, 물론

Skaar의 논의와 일부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 보아

대동소이하게 그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다.17)

④ 덧붙여 Skaar의 책은 워낙에 고정사업장 개념과 관련된 많은 나라들

의 사례를 망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제시된 구체적 성립 요건들

또는 판단기준들(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각종 “tests”)은 상대적으로

분명한 체계에 따르지 않고 있는 OECD 모델 주석서와는 달리 고정사업

장의 요건을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러한

큰 틀에 맞추어 사안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8)

⑤ 이와 같이 Skaar의 책에서 제시된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들

의 개개 항목들은 조세조약 해석론은 물론, 조세조약의 조항을 사실상

16)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ume

94a, Is there a permanent establishment?)》, Sdu Uitgevers, 2009, 21-45쪽 참조,

이하에서 해당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소개한다.

17) Robert L. Williams, 《Fundamentals of Permanent Establish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2014 참조.

18) 제4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929 등 국내 사례들에

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 6 -

그대로 가져온 법인세법 규정의 해석론에도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을 세분하여 살펴본 우리나라 문헌을

아직까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말 문헌의 부존재는

이 글의 제4장에서 살펴볼 일부 실무의 비체계적인 태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4장 제2절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론

스타 사건’과 같이 중요한 사건의 하급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행정법

원인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가 전혀 체계가 안 잡힌 판결을 쓴 것만 보

더라도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이론 체계를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Skaar의 책에서 제시된 고정사업장에

관한 논의는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여부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기본

고정사업장에 관한 기존의 어느 중요한 문헌에 주로 의존하면서 그 내용

을 충실히 이해하고 소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헌과 실무를 조사하

여 서로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5.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논의의 한계

현재 국내에서는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으나 그 출발

점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성부에 관련하여서는, 방금 언급한 대로 이론적

으로나, 특히 실무상으로 이 논문에서 계속하여 살펴볼 것과 같이 제대

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Skaar가 위 저서에서 고정

사업장의 요건을 제시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현 시

점에서 Skaar가 제시한 것과 같은 요건들을 우선 정확하게 소개하고 그

러한 개개 요건들의 충족 여부를 일일이 따지는 방법으로 국내의 실제

사례들에 관하여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보는 것은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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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kaar의 위 저서가 어떠한 당위적인, 논리필연적인 결론을 제시하

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고정사업장의 성립에 관한 하

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그러한 체계가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틀

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 본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이나 행정심판 기관, 법원이 이러한 요건

들에 맞추어 실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역시 필요

한 작업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에 관

하여 다시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구체적 내용과 현실

에서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삼

는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

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이나 과세 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고정사업장 개념이 워낙 오래된 것이고19), 그에 비하여 사업을

하고 수익을 올리는 기업의 행위 방식은 워낙 큰 변화를 겪어 왔기에 이

러한 의문에는 물론 타당성이 있다.20)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 논문에

서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 범위의 한계는 사실 필자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도 있다. 우선

심지어 ‘과세기반의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19)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19세기 중후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Skaar, 71쪽.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제2장 제2절 ‘고정사업장 개념의 역사’ 참조.

20) 특히 전자상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현재의 고정사업장 규정의 개혁 또는 유지 보수를

위한 논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로 영국, 독일, 스위스는

전자상거래 활동과 전통상거래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반

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물리적인 개념으로 고정사업장의 존

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인도 역시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물리적 존재의 개념을

고정사업장에 적용시켰지만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물리적 존재개념이 그 적합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한양

대학교 법학연구소, 위의 보고서, 113-1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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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두드러진 현 시점에 와서도 여전히

고정사업장 개념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21) 또 이 논문에서 차차

확인하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

론의 내용은 물론 그에 관한 기본 방향 자체도 제대로 인식되거나 적용

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점에서도 여전히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에 관한 해석론의 기본으로 돌아가 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의 더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논의의 순서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논의의 전제로서 고정사업장의 일반론에 관하

여 검토하여 본다. 제3장에서는 Skaar가 위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

정사업장의 성립 요건들을 그가 제시한 체계에 따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몇 가지 우리나라 사례들을 위 요

건들을 이용하여 분석해볼 것이다. 끝으로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위 논

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고정사업장 성립여부에 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경향을 정리한 후 필자의 결론을

도출해보도록 할 것이다.

제2장 고정사업장 일반론

제1절 고정사업장 제도의 의의

21) 아래의 제4장 제2절의 분석 대상인 최근의 하급심 판례(소위 ‘론스타 판결’)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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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

에 관해서는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야 과세할 수 있다. 고정

사업장 제도의 의의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관한 논의이다.

즉, 왜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 논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

을 해석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이다.

고정사업장 제도의 의의는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

는 요소 개개의 존재 이유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컨대,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고정사업장의 요건에는 크게 ‘장소의 고정

성’, ‘납세자의 사업 장소에 대한 일정한 권한이 존재할 것’, ‘기업의 본질

적인 사업 활동이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될 것’ 등의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데 고정사업장이 이러한 개개의 요건들을 왜 갖추어야 하는지

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로 참고한 Skaar의 책이나, OECD 모델 주석서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까지 논의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좀 더 깊은 차원의 논

의는 제쳐 두고 먼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고, 다만 이러한 정책적 문제에 관하여는 하나의 견해를 살펴

보는 것으로 더 이상의 논의를 대신하도록 한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하는 제도를 가지게 된 이유

에 대하여, 비거주자의 소득을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려면 그렇게 과세

할 만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세무행정의 필요성”에서 찾는 견

해가 있다. 이 견해는 ①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비거주자가 원천지국

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기도 어렵고 원천지국이 비거주자에게 직접 세금

을 걷기도 어려우며,22) ②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총소득 기준 과세

제도(지급금액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방법)는 사업소득의 경우 그 성질

22) 이창희, 〈고정사업장의 과세〉, 《조세법연구[ⅩⅢ-2]》, 세경사, 2007,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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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순소득의 금액에 큰 편차가 있으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

우 커지게 됨23)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순소득 기준의 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원천지국에 고정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버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할 만한 일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24)

다만 이 견해를 일관되게 연장하여 나가게 되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

는 지 여부는 순소득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될 것이지만,

현재의 해석론은 아래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가

고 있지는 않다.

제2절 고정사업장 개념의 역사25)

Ⅰ. 고정사업장 개념의 역사적 측면에 관한 연구의 유용성

19세기 중후반 이후 ‘중부 유럽’의 나라들26)이 나라 밖으로 활동 영역

을 늘리면서 이중과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와

함께 고정사업장의 논의가 시작되었다.27) 즉, 외국의 기업이 타국에서 사

업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이 동

시에 과세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권 분배를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부터 시작된 고정사업장의 역사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다. 고정사업장 개념의 원천에 대한 연구는 현재 조세조약에서 사

용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의 해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

이다.28)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의 방향이 다른바, 이러한 변화를 살

23) 이창희, 위의 논문, 218쪽.

24) Ibid.

25) Skaar, 위의 책, 71-100쪽을 전반적으로 참조 하였다.

26) 당시 독일을 구성하는 여러 나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을 말한다.

27) Skaar, 위의 책, 71쪽.

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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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는 것은 현 시대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해석에 도움을 줄 것

이다.

Ⅱ. 고정사업장 개념의 역사

1. 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의 고정사업장 개념

고정사업장의 역사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19세기 중후반 중부 유

럽 또는 통일 후 독일제국을 이루는 국가들의 과세권의 조정의 문제로부

터 시작되었다.29) 최초의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용어는 독일어로

‘betriebsstätte’로서 이 용어는 처음에는 조세법의 개념이 아니었고, 직역

하자면 경영 장소, 영업장소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30) 조세법의 영

역에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이와는 달리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필요성

에서 대두되었다.31)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관하여 독일제국 내의 국가들 간의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그 중에 의미 있는 입법은 1909년 독일제국의

‘Doppelsteuergesetz’32)이다. 이 법에서의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사업장소의 존재 및 사업의 영속성 등의 요건

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은 독일 국내법상 1977년까지

거의 바뀌지 않았다.33) 또 위 개념은 OECD 모델에 기초한 조세협약에

서 사용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뒤에서 살펴볼

현재의 고장사업장의 구성요건인 ‘right of use test(이용권한 판단기준)’,

‘business connection test(사업연결 판단기준)’ 및 ‘business test(본질적

29) Skaar, 위의 책, 72쪽.

30) Kolck, 〈Der betriebsstättenbegriff im nationalen und im internationalen

Steuerrecht 11 n.9〉, 1974, Skaar, 72쪽에서 재인용.

31) Skaar, 위의 책, 72쪽.

32) 독일어로서, ‘이중과세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33) Skaar, 위의 책,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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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판단기준)’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34)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유사한 점들이 많았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제국 내부 간의 협정으로 고정사업장을 규율하

기에는 부족해지고 국가 간의 조약이 필요하게 되었다.35) 이에 따라

1899년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조약을 비롯하여 중부 유럽의 여러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었다.36) 이러한 초기 조세협약들의 고정사업장

과 관련된 특징들을 살펴보면 ① 각 국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제

도를 반영하고 있고 ② 고정사업장의 성립에 물리적인 관계뿐만이 아니

라 인적인 관계까지 고려하고 있으며(그러나 독립대리인과 종속대리인의

구분은 되어 있지 않았다.)37) ③ 건설 활동에 대한 특수 조항이 포함되

어 있지는 않는 점(이는 1930년대에 들어 건설 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으로 요약할 수 있다.38)

2.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의 고정사업장 개념

가. 당시 유럽국가들의 고정사업장 개념 활용

1920년대에 이르러 중부 유럽 외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활발히 조

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채택한

것에 반하여(대표적으로 1925년 체결된 독일-이탈리아 간의 조세조약),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은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널리 사용하지 않았

다.39) 한편, 영국은 영미법 고유의 ‘trade or business’ 개념을 활용하였

고 이는 이후에 고정사업장 개념으로 대체되었는데, 다른 국가의 고정사

업장 개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본 수출국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34) Skaar, 위의 책, 75쪽.

35) Skaar, 위의 책, 75쪽.

36) Skaar, 위의 책, 76쪽.

37)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에 관한 논의는 아래의 각주 95번 참조.

38) Skaar, 위의 책, 76-77쪽.

39) Skaar, 위의 책, 77-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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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발전하였다.40)

또한 이 시기의 특징으로 ‘생산성 판단기준(productivity test)’의 도입

이 있다.41) 이 기준은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 여부

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성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후에 OECD 모델의

“negative list”42)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3)

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노력

1차 세계 대전 이후, 이중과세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각

국가가 행하는 과세의 영역(공적 영역)에서는 국제연맹이, 이로 인하여

실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기업계(사적 영역)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

력을 하게 된다.44)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연맹에서는 4인의 경제학자

들을 지명하여 조세조약에 필요한 정책적 문제들을 연구하게 하였다.45)

그들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특히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를 결합시킨 ‘거주지국 과세’가 가장 바

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하였다.46)47) 당시의 국제상업회의소의 견해도 이

40) Skaar, 위의 책, 78쪽.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발전하였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41) Skaar, 위의 책, 78쪽.

42) OECD 모델 제4조. 사업 장소가 고정사업장의 소위 ‘적극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의 성격이 위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

는 것과 같이 보조적·예비적인 경우라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negative list”는 고정사업장의 ‘소극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Skaar의 위와 같

은 요건을 ‘기능적 요건’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43) Ibid.

44) Skaar, 위의 책, 79쪽.

45) Skaar, 위의 책, 79쪽. Bruins, Einaudi, Seligman, Stamp라는 4명의 경제학자들 이

다. 이들은 1923년의 최종 보고서에서 서로 합의한 범위로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줄

이고 그 대신 거주지국은 원천지구이 부과한 세금을 우선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해외

소득 과세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창희, 위의 책 80-81쪽.

46) League of Nations, <Brussels Financial Conference 1920>, Resolution 228, 1920,

Skaar, 위의 책, 79-8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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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견해와 일치하였다.48)

위와 같은 이론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 국제연맹이 행한 다음

단계의 활동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좀 더 세밀하고 기술적인 원

칙을 만드는 것이었다.49) 이를 위하여 국제연맹은 각국의 과세관청이 모

인 ‘기술적 전문가 모임(Group of Technical Expert)’을 구성하였고, 이

모임에서는 전면적 거주지국 과세가 당시 관행과 불일치함을 지적하였

다.50) 위 모임은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편 기업이 원천지국 내에서 “지점, 대리인, 시설

(establishment), 안정된 상업, 산업 조직 내지 시설(a stable commercial

or industrial organisation), 영구적인 대표(permanent representative)”를

가진다면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가진다는 견해를 냈다.51) 이러한 견해는

국제연맹이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첫 번째 시도로 볼 수 있

다.52) 또한 이 중 ‘대리인’에 관한 언급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이의제

기에 의해 종속적, 독립적 대리인의 구별 –곧 일정한 ‘종속성’을 가진

대리인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인정 - 이 출현하였다.53)

국제연맹은 1927년 최초의 모델조약 초안을 만들었다.54) 위 초안의 특

47)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다른 나라에 낸 세금에 관하여는 네 가

지 정도의 입법례가 있다고 한다. ① 자본수입국이 세금을 매기는 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자본수출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그 결과 이중과세) ② 자본수출국이 자국

기업이 자본수입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아예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빼는 방안(‘외국

소득 면세제도’) ③ 자본수출국은 자국기업의 전 세계소득을 과세하되, 자본수입국이

매긴 세금을 일종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그만큼 자구의 세금을 깎아 주는 방안(‘외

국납부세액공제제도’) ④ 자본수출국은 자본수입국에 납부한 세금을 사업상 경비로

보아 소득 계산 시 공제해 주는 방안(‘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제도’)이 있다. 4인의 경

제학자의 견해 및 남미의 여러 나라의 경우 ② 입법례를, 우리 법인세법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는 ③ 입법례를 따르고 있다. 이창희, 각주 2의 책, 671쪽 참조.

48) Skaar, 위의 책, 81쪽.

49) Ibid.

50) League of nations,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Technical Experts, 1925,

Skaar, 위의 책, 81쪽에서 재인용.

51) League of nations,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Technical Experts 31, 1925,

Skaar, 위의 책, 82쪽에서 재인용.

52) Skaar, 위의 책, 82쪽.

53) League of nations,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Technical Experts,

Committee of Technical Experts art. 5(2), 1927, Skaar, 위의 책, 8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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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①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야지만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기본적 고정사업장에 관한 일반적

‘정의’를 규정하지 않은 점55)과 ② “계열회사(affiliated company)”를 고

정사업장에 포함시킨 점 등을 들 수 있다.56)57) 그 후 1933년 초안에서는

독립대리인에 관한 정의 규정이 출현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58), 국제

연맹은 1933년 초안 작성 이후 1943년까지 모델조약 수정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59)

한편, 1930년대에 실제로 여러 나라들 간에 체결된 양자조약에서는 국

제연맹 모델조약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건설 활동 간주 규

정’60)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61)

3.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고정사업장의 개념

가. 1943년 멕시코 모델과 1946년 런던 모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및 미국, 캐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멕시코에서 국제조세 문제와 관련된 회합을 가졌다.62) 그 결과

1943년 멕시코 모델이 만들어졌고, 이 모델에서는 기존의 거주지국 과세

54) Skaar, 위의 책, 82쪽.

55) 위 초안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예시만을 열거하였고, 이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56) Skaar, 위의 책, 83쪽, “계열회사”는 자회사, 모회사 및 다른 관련 있는 회사들을 의

미한다.

57) 그러나 1928년에 모델조약에서 위 계열회사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Skaar, 위의

책, 85쪽.

58) League of Nations, Report to the Council on the Work of the Fourth Session of

the Committee 8, 14 and 16, 1931, Skaar, 위의 책, 86쪽에서 재인용.

59) Skaar, 위의 책, 87쪽.

60) 건설 활동은 영속적이지 아니하므로 통상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 거주지국이 과세하게 될 것인데, 일정 조건을 갖춘 건설 활동에 관해서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61) Skaar, 위의 책, 87쪽.

62) League of Nations, <Report on the Work of the Tenth Session of the Committee

7>, 1946, Skaar, 위의 책, 8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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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멕시코 모델 런던 모델

고정사업장 O 원천지국 원천지국

고정사업장

X

개별적, 비정기적

활동
거주지국 거주지국

지속적, 정기적

활동
원천지국 거주지국

중심에서 원천지국 과세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63) 또한 고정사업장

은 사업수익의 과세에 있어서 충분조건일 뿐 필요조건인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였다.64)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했다기 보다

는 종래 선진국 중심의 모델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다.65) 한편, 이러한 모델 즉, 자본수입국이 유리한 구조의 모델

이 가능했던 이유는 물론 당시 선진국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휩쓸려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다시 논의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 1946년 런던 모델에서는 1943년 멕시코 모델의 원천지국 과세

중심에서 다시 거주지국 과세로 회귀하였다.66)

이러한 멕시코 모델과 런던 모델은 과세권의 배분에 관하여 큰 차이가

있다.67)

표1. 멕시코 모델과 런던 모델의 과세권 배분

① 멕시코 모델에서 거주지국은 ‘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ⅱ)

개별적, 비정기적인(isolated or occasional) 활동을 통하여 발생’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권을 갖는다. 이에 반해, ② 런던 모델은

현재의 OECD 모델과 유사하게, 아무리 지속적, 정기적 활동(continuous

or regular)이 원천지국에서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

63) Skaar, 위의 책, 88쪽

64) Skaar, 위의 책, 88쪽

65) Skaar, 위의 책, 89쪽.

66) Ibid.

67) Skaar, 위의 책, 90쪽.



- 17 -

하지 아니하면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갖는다.

위 두 모델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정사업장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

고, 단지 예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68) 그렇지만 두 모델에서는

최초로 이에 관한 해설인 이른바 ‘주석서(commentaries)’가 존재 하였으

며, “고정된 사업의 장소”와 “생산적인 성격의 활동 – 기업의 수익에

기여 하는 활동 –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고

정사업장이 성립한다고 설명하고 있다.69)

이러한 모델들은 당시 체결된 조세조약들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

였지만70), 나름의 의의가 있다. ①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존부가 원천지국의 과세 가능성을 결정하는 이른바 ‘고정사업장 원칙(PE

Principle)’71)이 정립되면서, ② 거주지국 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형성하였고 ③ 다만 원천지국의 과세를 위해서는 “고정된 사업장소”가

필요하다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가장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요건이 제

시되었다.72)

나. OECD 모델과 UN 모델

위에서 살펴본 1943년 멕시코 모델조약, 1946년 런던 모델조약이 나온

후에 범세계적 차원의 모델조약 작업은 지지부진해졌다.73) 그러던 중

OECD의 전신으로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설립된 OEEC74)는 1958년에

68) Skaar, 위의 책, 91쪽

69) Skaar, 위의 책, 92쪽.

70) OEEC Working Party no. 1 of the Fiscal Committee, <Final Report on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1957, Skaar, 위의 책, 95쪽에서 재인용.

71) Skaar도 명확히 이 원칙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거주자

가 어느 국가에서 행하는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내에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을 갖

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Skaar, 위의 책, 1-2쪽 참조.

72) Skaar, 위의 책, 95쪽.

73) 이창희, 각주 4의 책, 81쪽

74)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유럽 경제 협력 기구’)의 약자로

1948년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을 돕기 위해 실시

한 계획)을 수용하기 위하여 유럽 지역 18개국(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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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델조약의 초안의 작성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선진국 위주로

고안되어 거주지국 과세의 기본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75) 따라서

OEEC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OECD 1963년 모델은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사이의 조세조약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 할 수밖에 없

었다.76) OECD 모델 그 자체는 그저 하나의 모델일 뿐이지만 현실에 존

재하는 조약의 체결과 해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현실의 양자조약은 거

의 이 OECD 모델에 맞추어서 체결되거나 개정되었다.77)

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즉,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조세조약

에 반영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제연합(UN)의 주관 하에 ‘임시

적 조세조약 전문가 그룹(Ad Hoc Group of Experts on tax treaties)’이

1968년에 출범하였다.78) 이 그룹은 1974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

이의 양자 간 조세조약 체결 시 행하여지는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1980년도에 독자적인 모델과

주석서를 출간하였다.79) UN 모델은 개발도상국들의 문제에 집중을 하였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선진국들도 OECD 모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원

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조약들을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다.80)

다. 1970년대 이후의 변화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거주지국 과

세원칙에 대하여 재고하는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81) 이 시기에는 선진국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75) Skaar, 위의 책, 96쪽

76)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iscal Incentives for

Private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no. 163, 1965, Skaar, 위의 책, 98쪽에

서 재인용.

77) 이창희, 위의 책, 81쪽.

78) Skaar, 위의 책, 99쪽

79) UN Manual 1974, Skaar, 위의 책, 99쪽에서 재인용.

80) Skaar, 위의 책, 99쪽



- 19 -

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캐나다 등이 사업소득

(주로 천연자원의 채굴과 관련하여)의 원천지국 과세범위를 넓히는 내용

의 조항을 포함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다.82)

OECD 모델은 1977년에 그 문구가 수정된 것을 비롯하여83), 1992년

이후에는 가제 형식으로 조약 및 주석서 어느 쪽이든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84)

라. BEPS (An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논의

이후 G20의 요청으로, ‘BEPS(An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의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의 문제에 대한 방안)’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프로젝트가 2013년 7월에 출범되었고, 지금까지 OECD

는 ‘BEPS’라는 이름하에 15개의 ‘행동 방안(action plan)’을 제안하였

다.85) 이 프로젝트는 원천지국에서 고정사업장의 구성을 회피하여 조세

를 회피하는 사례에 주목하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과 관련된 종

합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86)87)

‘BEPS’의 논의 중 고정사업장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액션

플랜 7 고정사업장 구성의 인위적 회피 방지(Prevent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이다. 위 ‘액션플랜 7’에서는 ① 우선, OECD

모델 조약 제5조 제5항 및 동조 제6항의 소위 ‘대리인 고정사업장’ 내

용88)이 현재 ‘위탁판매계약(commissionaire arrangements)’을 통하여 인

81) Skaar, 위의 책, 100쪽.

82) Skaar, 위의 책, 100-101쪽.

83) Williams, 위의 책, 11쪽.

84) 이창희, 위의 책, 81쪽.

85) Wlliams, 위의 책, 13쪽.

86)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위의 보고서, 118쪽.

87) 그러나 영국을 제외한 G7국가들의 경우 아직까지 ‘BEPS’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국내

세법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오윤, <국제조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6, 316쪽.

88) 이에 관해서는 각주 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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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적으로 회피되고 있음 – 상품의 판매가 되는 국가 내에 고정사업장을

성립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국가의 과세권은 위탁판매 수수수료 정도에

대해서만 행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89) - 을 밝히며, ‘위탁판매계약’을

통한 활동 역시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규정

을 제시하고 있다.90) ② 또한,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과 관련하

여91), ⅰ) 변화한 사업 환경 – 디지털 경제사회의 도래 등 - 때문에 과

거에 단지 보조적, 예비적 활동으로 판단되었던 활동들이 핵심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 상황과 ⅱ) 제5조 제4항의 보조적, 예비적 활동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활동들을 일부러 잘게 쪼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하여 위 규정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92)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바로 알아챌 수 있듯이, 고정사업장 개념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거나 아예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이 역시 1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정사업장 개념이 이른바

디지털 경제가 지배하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국제조세 체계의 중요한 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3절 고정사업장의 분류

OECD 모델 제5조에서는 여러 종류의 고정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다.

89) 이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비거주자인 위탁자의 상품을 수탁자의 명의

로 판매함을 상정하고 있다. 수탁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은 아니고 단지

판매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거주지국

으로부터 과세되지 않고 단지 판매수수료 정도에 관해서만 과세 받을 것이다. 이 경

우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5항이 적용된다면,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물건 판매 수익을 얻은 위탁자에 대하여 수탁자의 거주지국이 과세할 수

있겠으나, 위탁판매계약의 내용상 결국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판매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종속대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90) OECD,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Action 7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OECD Publishing, Paris. 15-27쪽 참조.

91) 이에 관한 논의는 제3장 제4절 Ⅰ. 3.이하 참조.

92) OECD, 위의 보고서, 28-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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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5조를 살펴보면, 우선 고정사업장이 성립되는 일반적인 경우와(제1

항, 제2항 및 제4항)과 그 밖에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 고정사업장이 성

립되는 경우(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로 나눌 수 있다. Skaar는 이를

‘기본적 요건(basic rule)’에 의하여 성립하는 고정사업장(이하 ‘기본적 고

정사업장’이라 한다.)과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

다.93)

본 논문의 범위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에 한정이 되므로, 여기서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고정사업장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한다.

① 제3항의 소위 건설조항은 건축 부지(building site)를 조성하여 진행

되는 사업 활동, 건설(construction) 또는 설비 공사(installation project)

활동 등94)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12개월 이상 지속되어 유지되어야만 고

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 제5항 및 제6항은 ‘대리인 고

정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다. 즉, 물리적인 사업장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

우에도 해당 외국법인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종속대리인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95) ③ 제7항은 자회사 규

정이다.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control’96)하거나 다른 회사에 의하

93) Skaar, 위의 책, 106.

94)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들은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도

로, 다리, 운하 의 건설 및 수선(renovation), 파이프를 설치하고, 항만, 하천 등의 물

밑의 토사를 굴착, 준설(dredging)하는 활동 등 모두를 포함한다.

95) ‘대리인 고정사업장’의 경우 위 논문에서 논의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독립대리인

과 종속대리인의 구분에 관하여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한다. OECD 모델 제5조 제

6항에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일반적인 과정 중에 행동하는

한, 이와 같은 대리인에 의해서는 고정사업장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위 두 대리인을 구분하는 실익은 대리인의 독립성과 종속성에 따라 고정사업

장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OECD 모델 주석서에 의하면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은 법적·경제적으로 모두

해당 기업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OECD 모델 주석서 제5조 37문단).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자세한 지시(detailed

instruction)’나 ‘광범위한 통제(comprehensive control)’를 받는지,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지 등이 있다(38문단). 본인으로부터 지시,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의 위

험을 부담하는 자라야 독립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96) 여기서 ‘control’의 의미는 ‘지배’ 내지 ‘통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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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control’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97)

제3장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제1절 Skaar 설명의 대강

Skaar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을 크게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기능적 요건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개별적 판단기준(‘test’)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

래에서도 이러한 순서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들을 Skaar의 1991년 저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후의 뱅쿠버 회의에 제출된 ‘총괄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개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OECD 모델 주석서의

입장이나 그 밖에 최근에 나온 또 다른 문헌의 내용들을 곁들여 살펴보

도록 한다.

제2절 객관적 요건

고정사업장의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적 판단 기준으로는 크게

“장소 판단기준(Place of business test)”과 “위치 판단기준(Location

test)”이 있다.98)

Ⅰ. 장소 판단기준99)(Place of business test)

97) 이러한 소위 ‘PE fictions’는 각각 그 취지 및 세부 요건 등에 관하여 많은 쟁점들을

갖고 있으나 본 논문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98) Skaar, 위의 책, 109-153쪽을 참조

99) “Place of business test”를 직역한다면 “사업장소 판단기준” 정도가 되겠으나, 이 기



- 23 -

1. Skaar의 설명

가. 기본적인 개념

Skaar의 설명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을 이루는 사업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 장소가 “사업 활동의 기초로서 제공되기에 상업적으로 적합한 상당하

고도 물리적인 객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00) 즉, 사업을 할 만한

어떤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장소’란 최소한의 물리적 실체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나. OECD 모델의 이른바 ‘적극적 열거(Positive list)’

‘사업 장소’는 OECD 모델이나 주석서에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개념

이다. 그러나 OECD 모델 제5조 제2항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예로 특정

장소들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시들은 객관적 요건의 ‘사업 장소’

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이러한 ‘사업

장소’가 일반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지에 관한 단서를 제공

해주기 때문에101), 이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이렇게 열거된

예들을 소위 ‘적극적 열거’라고 하는데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극적

열거(negative list)’가 있다. OECD 모델 제5조 제4항에서는 보조적·예비

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사업 장소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그 예시들을 열거하고 있다.

‘적극적 열거’는 예시들을 열거하면서도 이러한 예시들의 공통적인 특

징을 추출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하더라도 ‘적극적 열거’

는 한정적 열거가 아니며, 열거된 것들과 다른 성격이라 하여 사업 장소

준은 이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장소’라는 개념의 해석이 주로 문제되므로 “장

소 판단기준”이라 의역하도록 한다.

100) Skaar, 위의 책, 123쪽.

101) Skaar, 위의 책, 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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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지점(Branch)104)

법적으로는 본점에 종속되어 있으나 일정범위

의 상업적 독립성을 가진 기업의 ‘일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고정사업장의 요건은 아님(사

무실 등 일정한 장소 개념이 전제되어 있을 것

임).105)

관리장소

(The place of

management)106)107)

① 사무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An office

or similar facilities)을 전제한 개념.

②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이며, 해외에 존

재하는 본점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 이상의 활

동이 이루어져야 함.

③ 네덜란드 대법원에서는 대주주가 회사경영

을 통제하는 장소의 경우 관리장소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108)

자연 자원

(Natural resources)109)

광산, 유정, 채석장 등 천연자원 채굴을 위한

장소를 의미하고, 위 장소들은 그 장소를 통해

채굴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자에게만 고정사업장

이 성립. 즉, 단순히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불충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102) 이에 반하여 ‘소극적 열거’는 열거된

예시들을 따로 묶을 수 있는 특징을 보조적·예비적 성격을 지닌 활동이

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그

활동이 ‘소극적 열거’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정사업장을 구성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정으로서 동항 e)에 명시되어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 – 적극적 열거에 규정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하여 - 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

활동이 소극적 열거에서 적시된 ‘보조적 · 예비적 성격’을 가진 것에 해

당한다면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103)

‘적극적 열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로 정리해본다.

102) Skaar, 위의 책, 114쪽.

103) 자세한 내용은 제4절 Ⅰ. 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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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사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고정사

업장이 성립.

표2. 적극적 열거의 주요 내용
다. 위 ‘적극적 열거’에 언급되어있는 객체들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

급한 사업장소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지점”과 “관리장소”는 모두 시설

측면이나 그러한 시설을 통하여 수행되어지는 활동들의 성격의 측면에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사업 활동의 기초로서 제공되기에 상업적으로 적

합한 상당하고도 물리적인 객체”이라는 요건을 잘 충족한다.110)

또한 사업 장소는 ① 인력의 투입 여부 – 사업 장소에 사람의 존재

여부 - 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자판기, 게임기계 등도 이 판단기준을

충족하며111), ② ‘장비(equipment)’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는 장비의 크기, 양(여러 개의 장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치와

중요성 등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112)113)

104) OECD 모델 제5조 제2항 (b)

105) 우리 법인세법 및 상법에는 ‘지점’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역시 고정사

업장의 적극적 열거에 포함시키고 있다(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1호). Skaar의 설

명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점’의 정의는 유사해 보인다. 예를 들어 상법상 정관의 절대

적 기재사항으로는 ‘본점의 소재지’만을 두고 있고(상법 제179조), 지점의 상호에는

종속관계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등(상법 제21조 제2항) 지점은 법적으로는 본점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나 지점을 위한 지배인을 선임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상법 제

10조) 등 어느 정도 상업적 독립성 역시 갖고 있다.

106) OECD 모델 제5조 제2항 (a)

107) ‘관리 장소는 회사의 거주지를 정하는 ’실질적 관리장소‘와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리장소‘는 반드시 관리의 중심지가 될 필요는 없고 여러 곳일 수 있으며, 이는 ’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오직 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뱅쿠버, 33.

108) Hoge raad in BNP(1987/306) dealing with a non-OECD-based treaty, the DTA

Switzerland-The Netherlands 1951. Skaar, 위의 책 118쪽에서 재인용.

109) OECD 모델 제5조 제2항 (f)

110) Skaar, 위의 책, 116쪽.

111)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24쪽, Williams, 위의 책, 17쪽,

OECD 모델 주석서도 같은 취지이다(42.2 단락).

112) Williams, 위의 책, 17쪽.

113) 일부 견해는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단 “Assets PE”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가 소개하고 있는 “Assets PE”(자세한

것은 윌리엄스 15-16쪽 참조)는 Skaar의 분류 중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에 해

당하는 부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Skaar의 분류에 따라 검

토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위 견해를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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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또는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이 자체를 ‘사업 장소’로 볼 수가 있

을지, 아니면 ‘장비’ 또는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일정한 공간을 상

정하여 그러한 공간을 ‘사업 장소’로 보아야 하는 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전자로 판단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장소’와는 다

른 개념이 된다. Skaar는 ‘장비’ 또는 ‘기계장치’ 그 자체를 사업장소로

보고 있으며, 선박이나 비행기 역시 설치될 ‘장소’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업 장소’로 판단하고 있는 외국의 예들에

비추어 볼 때114) 전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리적인 실재’라는

요건이 반드시 일반적 의미의 장소 내지 공간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115)

그렇다면 당연히 ‘적극적 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천연자원 채굴을 위한

장소’ 뿐만이 아니라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천연자원 탐사 장비 역시 사업

장소에 해당한다.116)

라. 뱅쿠버 총회의 ‘총괄 보고서’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업 장소는 “물리

적인 실재”가 있어야 하고, 유형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117) 따라서 주식, 은행계좌, 소프트웨어, 특허118), 웹사이트119), 이

메일 계정120) 등은 사업장소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물리적

인 실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정’ 사업장 개념을 유지하

114) Skaar, 위의 책, 120쪽, 이러한 사업 장소들이 고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정

사업장을 구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사업 장소로 볼 수 있

냐의 문제에 국한한다.

115) 사업 활동에서 중요부분이라면 재산 자체로도 고정사업장이 된다는 것이 최근의 해

석론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창희, 위의 책, 302쪽 참조. 한편 제4장 제1절에서 살펴

볼 국내 사례에서는 대법원은 ‘장비가 설치된 소재지’를 사업 장소로 판단한 바 있

다. 그러나 그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및 원고 사무

실의 교육 장소는 비엘피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장비 자체

를 사업장소로 보고 있다.

116) Skaar 위의 책, 119쪽.

117)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23쪽.

118) Skaar, 위의 책, 121-122쪽.

119)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제4장 제1절 Ⅱ. 1. 가. 이하 참조.

120)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23쪽, OECD 모델 주석서42.2 단

락도 같은 취지이다.



- 27 -

는 한 건드리기 어려운 최소한의 표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이다.

2. 기타 견해

OECD 모델의 주석서에는 “물리적인 실재” 요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121) ‘적극적 열거’가 한정적 열거가 아님을 밝히면서, 위 목

록에 기재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고정사업장의 다른 요건들을 갖

추어야 한다고 본다.122)

다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 비추어 전통적인

사업장소의 개념은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123)

이에 따르자면 ‘물리적인 실재’ 요건은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아직 이러한 해석론이 확립된

것은 아닌 듯하다.124)

3. 소결론

이 요건은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을 아예 포기하지 않는 한, 틀림

없이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

업장’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사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장소’

를 가리키는 말이었겠지만, 다만 현재에 와서는 거래 활동의 변화에 따

른 해석의 필요성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어찌됐든 어떤

121) OECD 모델 주석서 4. 문단.

122) OECD 모델 주석서 12. 문단.

123) Williams, 위의 책, 18쪽.

124)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예로 ‘가상의 고정사업장(virtual permanent

establishment)’ 논의가 있다. 가상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비거주자가 원천지국에

서 고정된 사업장소 즉, 물리적 실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디지털 및 전자수

단을 통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행사한다면 일정 요건 하에서 원천지국에 가상

적인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양대학

교 법학연구소, 위의 보고서,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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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라도 “물리적인 실재”가 있다면, 이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소프트웨어 등 무형적인 객체를 제외하고 일정

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면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특히 최

근의 전자상거래 맥락에서도 ‘서버’는 어떠한 물리적인 장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는 ‘사업장소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이 일반

적이다.125)

Ⅱ. 위치 판단기준(Location test)

1. Skaar의 견해

가. 이 판단 기준은 I.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장소’ 또는 ‘물리적인 실

재’가 어디에 또는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 판단 기

준은 일반적으로, 위Ⅰ.에서 살펴본 물리적 사업장소와 원천지국 내의 토

지(-또는 해저)사이에 일정한 ‘연결(connection)’을 요구한다.126) 토지(해

저)의 특정 지점에 사업 활동의 ‘기지(Base)’가 고정적으로 위치하는 경

우는 언제나 이 판단기준을 충족한다(기지이론, base theory).127)

나. 문제는, 사업 활동의 중심이 특정한 지점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

고 즉,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옮겨 다니더라도, 그러한 이동이 공간적으로

한정된 지역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이다.128)

이 쟁점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기지접근법(base approach)과

125)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24쪽, Wiiliams, 위의 책, 18쪽,

OECD 모델 주석서 42.2 단락.

126) Skaar, 위의 책, 125쪽.

127) Skaar, 위의 책, 126쪽.

128) Skaar, 위의 책,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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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한정접근법(spartial-delimitation approach)이 존재한다.129)

(1) 기지접근법은 특정지점에 사업 활동의 중심지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요건(기지이론)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언제나 ‘고정’되고 실재하는

(physically located) 장소를 요구한다.130)131) 이러한 견해가 적용된 예로

들 수 있는 독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우유배달원의 배달 활동이 이루어지

는 장소에는 특정 중심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매일 우유를 배달하러 다니

는 거리는 (지역적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고정된 사업장소

로 보지 아니하였다.132)

(2) 이에 반하여 공간한정접근법은 일정 범위의 지역 안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장소를 달리하며 행하여지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도 고정사업장의 성립을 인정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는 고정사업

장의 요건 중 ‘고정성’을 어느 범위까지 확장시켜 해석할 수 있는 지의

문제이다. Skaar는 여러 종류의 사업에 따라 공간한정접근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133)

(3) 예를 들어, 한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의 일정 면적의 산림 내

에서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 공간한정접근법을

적용한다면 산림은 하나의 장소로 여겨져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134) 이에 반하여 기지접근법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산림은 너무

넓어서 하나의 장소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의 고

129) Skaar, 위의 책, 128쪽.

130) Skaar, 위의 책, 130쪽.

131) 이와 유사하게 ‘이동하는 사업 활동’의 경우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Williams, 위의 책, 23쪽.

132) RFH in RStB1 1942 469, Skaar, 위의 책, 129쪽에서 재인용.

133) Skaar, 위의 책, 130-147쪽 참조.

134)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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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기지가 존재한 상태에서 벌목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을 하였다는 사

실이 인정되면, 벌목이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라 벌목을 위한 그러한 기

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135)

다. I.에서 살펴본 ‘장소’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위치’의 개념 역시

쉽게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를 엄격하게 또는 너그럽게 해

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각각 ‘기지접근법’, ‘공간한

정접근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Skaar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적인 기지접근법은 내륙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행하

여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행

하여지는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지정학적 위치가 존재

하여야만 고정사업장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136)

② 한편 12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 행하여지는 사업 활동의 경우에는

한 고객이나 납세자 자신을 위한 계속적인 사업 활동이 행하여짐을 요건

으로 구체적인 지정학적 위치(고정된 특정한 위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고 하더라도 위치 판단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137)

물론 이러한 설명은 규범적인 논증이라기보다는, 저자 자신이 참고한

각 나라의 과세 사례들에서 추출해 낸 사실 차원의 결론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결론이 현 시점에도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138)

라. 위 ②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치 판단기준을 완화할 때 어떤 요건

을 통하여 그러한 완화의 한계를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뱅쿠버

135)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28쪽.

136) Skaar, 위의 책, 151쪽.

137) Skaar, 위의 책, 152쪽, 내륙사업도 이러한 주장에 포함되지만 해안사업의 경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138) 아래의 논의들 역시 이러한 전제하에 판단한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Skaar

의 저서에서는 어떠한 당위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례들을 통하

여 추출한 사실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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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총괄 보고서’나 OECD 주석서에도 이러한 요건으로 ‘지정학적

관련성(geographical coherence)’이 등장한다. 즉, 납세자가 지정학적으로

관련성(coherence)이 있는 지역을 이동하면서, 고객들을 위하여 경제적으

로 일관된 사업 활동을 한다면 그러한 지역은 위치판단기준에서 하나의

장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139) 또한 지정학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

고도 한다.140)

2. 기타견해

OECD 모델 주석서는 지정학적인 관련성과 경제적인 관련성 모두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에서 방금 살펴본 설명과 차이가 있다.141) 이러한 관

점은 OECD의 주석서 개정을 위한 2012년 ‘수정된 공개 초안(Revised

Discussion Draft)’142)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143)

이는 고정사업장의 ‘고정’이라는 말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고, 전통적

인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더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의 성립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다.

3. 소결론

139)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27쪽, ‘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명

확한 정의는 없다. 지정학적인 관련성의 경우 일정한 면적을 한계로 하는 범위 내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간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경제

학적인 관련성의 경우는 동일한 고객을 위하는 활동인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위 Skaar의 견해 중 ②의 요건이

경제적 관련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보인다).

140) Ibid.

141) OECD 모델 주석서 5.1 단락 내지 5.4 단락 참조.

142)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CFA)에서 2012년 10월 19일에 OECD모

델조약 제5조 즉, 고정사업장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개정된 제안들에 대하여

발표한 내용 중 일부이다.

143) 각주 142 초안 Issue 5, 30단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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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판단기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동하는 사업 활동에 대한

고정사업장의 인정 여부이다. 이러한 쟁점은 결국 고정사업장의 ‘고정’이

라는 개념을 원래적 의미와 달리 유연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로부터 발생

한다. 즉, 고정된 자본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계속하여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이라는 원래적 의미에 집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을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과정의 논의라 볼 수 있다.

원천지국 입장에서는 특정한 위치에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정한 위치에 고정된 장소는 아니지만

원천지국의 과세 관할을 최대 한계로 하여 일정 범위의 지역 내에 고정

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행하여진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달

리 볼 필요성이 낮다.144) ‘고정’의 의미를 특정한 위치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도 ‘고정’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두 가지 소득 모두

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Skaar는 일정기간 이상의 사

업의 경우에 한하여 공간한정접근법의 관점에서 이동하는 사업 활동의

경우에도(기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경제적인 관련성 요건)

을 갖춘다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어떠한 범위까지를 ‘한정된 공간’으로

볼 것인지, 또 지리적 또는 경제적 ‘관련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

한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장소’나 ‘물리적인 실재’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이러한 추상적 개념들을 충분히 명쾌하게 구체화할 수 있

는 선험적이거나 규범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기

가 쉽지 않다.

한편 제4장에서 살펴볼 우리나라 사례들은 아래에서 살펴볼 ‘기능적

요건’과는 달리 ‘장소’나 ‘위치’ 판단기준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거나 생

략하고 있다.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한다.

144) 물론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소득을 파악하는 행정적인 소요가 더 발생할 수도 있으

나, 한정된 공간과 동일한 납세자의 활동에 경제적인 관련성이라는 제한까지 둔다

면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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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관적 요건

Skaar는 고정사업장의 주관적 요건으로 “이용권한 판단기준(Right of

use test)”과 “영속성 판단기준(Permanence test)”을 들고 있다.145)

Skaar가 말한, 고정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주관적(subjective)’ 요건은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주관적’이라는 법적 용어의 의미와 다른 차원의 것이

다. 즉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 요건은 아래에서 살펴볼 위 두 판단기준

을 통하여, 앞에서 살펴본 객관적 요건을 갖춘 일정한 장소와 해당 납세

자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단순히 장소 자체만을 들여다보는 것

이 아니라, 장소와 납세자와의 인적 관련을 살펴보기 때문에 ‘주관적’이

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Ⅰ. 이용권한 판단기준(Right of use test)

1. 개요

‘이용권한 판단기준’은 객관적 요건을 갖춘 ‘고정된 사업장소’와 ‘납세

자’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다.146) 즉, 이 기준은 고정된 사업 장소

에 관하여 납세자가 어떠한 내용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판단한

다.

이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이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단지 사실상의 권한만 존재하여도 고정사업장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갖추어야지만 고정사업장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접근법이다.147)

역시 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쪽이 고정사업장의 인정을 좀 더 어렵게 할

145) Skaar, 위의 책, 154-226쪽 참조.

146) Skaar, 위의 책, 155쪽.

147) Skaar, 위의 책,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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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을 쉽게 엿볼 수 있다.

독일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게 접근하여 단순히 사업 장소

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든가, 법적권한을 갖고 있지 아

니한 채 사업 장소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이 판단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148) 그러나 Skaar는 사용자의 의

사에 반하여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는 한 이 판단기준은 충

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사실상의 사용만으로 이 판단

기준이 대부분의 경우 충족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과연 그와 같이 사

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이 있었는지 여부는 대개 거래에 관한 사실관

계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149) Skaar는 위 견해를 전제로 하여 아

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이익 배분 계약 및 거래형태에 따라서 이 판단기

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2. 각종 이익배분에 관한 계약이나 거래 형태에 따른 결과

가. 일반적인 경우 이용권한에 관한 판단기준은 법적 권한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실상 권한으로 족한지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을 뿐 이해하는

데에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 다만 Skaar는 비거주자가 원천지국 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나누어, 이 구분에 따른 이

용권한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 및 충족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하고 있

다. 그 내용 중 중요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150) 이 역시 규범적

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각 나라의 과세관행을 종합한 사실상의 검토에 가

깝다.

148) BFH in BStB1 1976 Ⅱ 365. Skaar, 위의 책, 158쪽에서 재인용.

149) Skaar, 위의 책, 158쪽.

150) Skaar, 위의 책, 159-2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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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형태의 구분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및 요건

A. Profit-sharing arrangement(이익공유약정) : 원천지국에서 사업을 수행함으

로서 수익을 얻은 파트너쉽의 국외 파트너가 원천지국에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

하지 않았음에도 과세될 수 있는지의 문제

1. partnership

(무한책임사원조합)

충족(국외 파트너가 사업 활동을 실제로 전혀 영

위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도).

2. 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

임사원의 조합)

충족 

3. “Silent partner” -

kind of business

co-operation(수익은 공

유하고 손실에 관하여는

유한책임을 지되, 조합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조합의 경영

에는 참여 하지 아니하

는 형태)

① “Silent partner”의 소득이 조합의 소득에 연

동 되어야 함(share the gross income of the

other enterprise). 반대로 조합의 소득에 관계없

이 고정된 액수의 수입을 얻는 경우는 충족되지

않음 ② 조합의 손실을 분담하는지 여부와는 관

련성 없음.

4. Joint venture(수입과

손실에 대하여 공유하지

만 합병이나 별도의

‘joint’ 자회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특정

사업에 관련하여 계약 관

계를 맺고 협력하는 형

태)

원천지국 장소가 반드시 각 사업자(모든 사업자)

의 약정 하에서 개별 사업자들에 의하여 공동으

로(collective) 실제 이용될 것을 요건으로 함(해

당 장소를 포함하는 국가 외에서만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joint venture’에 기여한 자는 다른 사

업자의 활동으로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음).

B. arm’s-length business connection(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

: 납세자의 협상, 감독, 자문 등의 사업 활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독립적인

관계에 따른 고객 부동산의 이용을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의미. 이 경우

납세자는 고객에게 그 부동산의 이용에 대한 임료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

임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납세자의 용역 등의 제공에 대한 보수에 일정 정도

반영됨.

1. Joint-venture-like co-operation with client(고객과 위 “Joint venture”와 유

사한 협동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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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간의 이용인 경우 ‘이용할 권한 판단 기준’을 충족

2) 간헐적인 이용인

경우

① 납세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 내용에 고객의 시

설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② 납세자가

시설 근처에 다른 시설을 임차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 판단 기준을 충족.151)

2. 1) 리스(리스업자가 사업

장소로 볼 수 있는 리스 목

적물에 대하여 이용할 권한

이 있는 지에 관한 논의이

다.)152)

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이용권한 판단기준 충

족 하지 않음. ② ‘운용(operational)리스’의 경우

리스업자의 직원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해

당 사업장소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경우 이

용권한 판단기준 충족.

2) 프랜차이즈 계약(프랜

차이즈 계약의 ‘가맹본사’가

‘가맹점’이 운영하는 사업 장

소에 대하여 이용할 권한이

있는 지에 관한 논의이다.)

수익배분 약정이 있는 경우 이용권한 판단기준

충족(고정수수료 약정은 충족 하지 않음).

3) 게임기, 자판기

① 납세자가 장소 임차 후 직접 운영을 하고, ②

수익배분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계가 설치되

어 있는 곳이 이 판단기준 충족.

4) 다른 사업자에 속하

는 시설 이용

① 조언자(adviser)가 원천지국 내의 다른 사업자

의 시설 이용 : 충족 하지 않음. ② 고객의 시설

이용 : 단순히 고객 시설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족 하지 않음.

C. 그 밖에 여러 정황들

1. 체류장소 또는 자택근

무의 경우 자택

①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주거지를 이용자가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으나, ② 사용자

가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경우 이용권한 판단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음(특히 핵심 사업이 그

장소에서 수행된다면 고정사업장 인정이 더 쉬움).



- 37 -

2. 호텔 객실
기업이 사업 활동을 위해 호텔과 별도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충족할 가능성이 있음

3. 고용인이 사용자의 사업

장에서 본인 자신을 위한 사

업 활동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용권한 판단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

나, 그러한 고용인의 활동이 그의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충족할 가능성이 있음.

4. 재고 자산의 소유

단순히 재고 자산을 소유한 것만으로는 재고 자산이

보관되고 있는 해당 장소는 위 기준을 충족할 수 없

음. (재고 자산의 소유는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

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활동의 본질 자체도 보조적,

예비적 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153))

표3. 각종 이익배분에 관한 계약이나 거래 형태에 따른 결과

위 표의 내용 중 그 의미가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여 검토한다.

1) 우선, B. 1.의 “Joint-venture-like co-operation with client”는 그 의

미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책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들고 있는 사례를 통

하여 의미를 구체화해본다. ① 첫 번째 사례는 납세자가 다른 기업에게

기술 공장(technical plant)를 임차한 사안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 공

장에 대한 보안 및 유지, 내부 장비들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이 공장

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 이에 대하여 독일 대법원은 비록

임차인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이용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

인인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에 의하여 이 공장의 이용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 ‘이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154). ② 두 번째

151) 만약에 납세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다른 시설이 있다고 본다면 그 다른 시설이 고

정사업장이 될 여지가 크고, 고객의 시설에서는 위 판단 기준을 충족할 만큼의 이

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152) Skaar는 리스를 ‘arm’s-length business connection’의 한 종류로 설명하고 있으나

리스업자에게 리스료가 지급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의미에서 같은 종류

로 이를 분석하고 있는 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추정하건데 독립적

인 계약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이용하는 계약의 종류이므로 함께 분

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3) OECD 모델 제5조 제4항 (a).



- 38 -

사례는 납세자가 다른 회사를 위하여 계획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안

이다. 납세자는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획득을 위하여 고객의 시설

을 21개월 중 일정 기간 동안 수차례 이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 하

급심은 단순한 이용의 사실(factual use)만으로는 ‘이용 권한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55)

2) 한편, B. 1. 1)의 경우 위 판단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는 이유는 임

료를 지급하고 임차하는 것이나, 고객과 임료 상당액을 고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를 두어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B. 2. 1)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

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간단히 살펴본다.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기계·설비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리스업자가 구입자금을 대

부하는 대신에 리스물건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대여해주는 것”으로 정의

된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기간 중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물건구입

대금과 부대비용, 리스업자의 이윤 등을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리스물건에 대한 유지·관리책임 등을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금융리스가 특정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운용리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동률이 높은 범용기종(자동차, 컴퓨터, 사진기, 건설

기계 등)을 일부 동안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스이용자는 수시로 또

는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해약할 수 있으며, 통상 리스물건의 수선의

무, 위험부담, 하자담보책임 등을 리스업자가 진다. 그 법적 성질은 전형

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156)

위와 같은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위 표와 같이 리스의 종류에 따라 판

단 기준의 충족 여부가 다른 것은 리스업자가 리스 목적물에 대하여 갖

154) BFH in BStB1 1982 Ⅱ 624. Skaar, 위의 책, 187쪽에서 재인용.

155) Hessisches Finanzgericht in EFG 1973, at 496, Skaar, 위의 책, 188쪽에서 재인용.

156) 김재두,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9권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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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금융리스에서는 상당부분의 권한 및 책임

이 이용자에게 넘어가는 데 반하여 운용리스는 전형적인 임대차 계약과

유사하여 권한 및 책임이 리스업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

에서 리스업자의 ‘이용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

다.

핀란드 대법원에서는 독일의 리스회사가 10년간 핀란드의 회사에게 비

행기를 리스한 사안(금융리스 사안)에서 독일의 리스회사는 핀란드에서

아무런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157)

4) C. 2.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비거주자를 위해 수출 대리 업무를 수행

한 대리인이 국외 체류 중 전화 및 타자기를 사용하며 묵었던 호텔 객실은

다른 호텔 고객과 동일한 정도의 사용에 불과하므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

지 못한다는 독일 대법원의 사례가 있다.158)

5) C. 4.와 관련하여, 재고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담보권만을 취득하였더라

도 타인의 사업 장소에서 이를 판매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 장소가 위 판단기

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반면, 소유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 약정에 따라 다른 기업

이 판매하는 경우는 단순히 소유권만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가

재고 자산이 보관되고 있는 해당 장소에 대하여 ‘이용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159)

나. Skaar의 책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설명은 최근의 뱅쿠버 총회의 총

괄 보고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제시되었다.160) 이 보고서는 이용권한

판단기준에서는 형식적인 법적 권한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161), 다만 그렇다고 하여도 납세자나 그

157) Korkein hallinto-oikeus in KHO 1986 Ⅱ 501, Skaar, 위의 책, 191쪽에서 재인용.

158) BFH in BStB1 1961 Ⅲ 317, Skaar, 위의 책, 205쪽에서 재인용.

159) Skaar, 위의 책, 208쪽.

160) 가택 근무에 관한 쟁점 및 이익공유약정에 관한 쟁점(실제로 사업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파트너들에게도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등에서 같은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37쪽 참조.

161)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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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순히 문제된 시설에 소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용권한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다.162)

다. Skaar의 이용권리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OECD 모델 제5조

제1항의 ‘At the disposal’의 의미에 관한 분석에서 다루기도 한다.163) 이

견해는 우선 위 ‘At the disposal’에 대한 OECD 모델 주석서의 해설이

불명확하고 이후의 개정작업에서도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전혀 명확

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비판한다.164)

이 견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① 납세자가 원천지국에 있는 고객

의 사무실이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요소로

해당 장소에서 제한적인 범위(계획, 감독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만을 할

수 있는 범위)의 업무가 아닌 납세자의 정기적인 혹은 일상적인 업무

(regular business)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도 구체적

판단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다.165) 그러한 정기적, 일상적 업무를 하는 것

이 가능한 경우,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② 납

세자가 고객의 사무실 등에서 행한 활동이 납세자 회사의 업무를 해당

장소를 통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위 장소에서 고객의 고유의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역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166) 자기가

속한 납세자 회사의 업무를 한 것이라면 ‘이용할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기타견해

OECD 모델 주석서에서는 비거주자가 원천지국의 사업 장소에 대하여

162)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35-36쪽

163) Williams, 위의 책, 32쪽.

164) Williams. 위의 책, 33쪽.

165) Williams, 위의 책, 36-37쪽.

166) Williams, 위의 책,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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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권한이 형식적인 법적 권한일 필요가 없고 그것이 불법적인 점

유라고 하더라도 이용권한 판단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167)

또한 사업장소를 납세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

다.168) 이러한 주석서의 견해는 이용권한 판단기준을 거의 요구하지 않

는 것으로서, 이 판단기준의 적용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kaar는 적어도 의사에 반하는 이용은 아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용권한 판단기준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입

장이라 하더라도 위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는 비판적이다.169)

4. 외국사례

‘이용할 권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그 쟁점이 잘 나타나는 외국의 사

례를 세 가지 소개한다.

(1)

첫 번째는 캐나다의 ‘Dudney’ 사례이다.170) William Dudney는 미국

휴스턴에 거주하는 컴퓨터 전문가로 캘거리에 있는 팬 캐나다 석유회사

의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고

용된 사람이다. Dudney는 캘거리에서 한 해 동안 300일을 보내었고, 다

음 년도에도 40일 가량을 더 보냈다. Dudney는 어떠한 장비를 그곳에

두지 않았고 위 회사의 명함이나 캐나다 내에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어

떠한 면허도 없었으며, 위 회사의 안내책자에 위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표시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처음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제공 받았고, 3

개월 뒤에는 여러 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사용하는 좀 더 넓은 사무실로

167) OECD 모델 주석서 4.1 단락.

168) OECD 모델 주석서 4. 단락.

169)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36쪽.

170) 이 사례에 대한 소개는 Willams, 위의 책, 35쪽 이하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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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갔으며 그 후에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른 빌딩의 다른 사무실로

옮겨갔다. 대부분의 교육 및 상담 등은 위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이루

어졌다. 하지만 위 장소들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Dudney는 위 장소들을 단지 회사와 본인 간에 체결된 교육에 관한 계약

의 목적에 국한되어 이용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회사와의 계약 내용

외의 다른 어떠한 업무를 위하여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없었고, 오로지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서만 해당 장소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그

마저도 평일의 근무일에만 가능하였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 법원은 Dudney는 캘거리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히 고객의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

의 사업 장소에 그가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납세자가 단순히 고객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이

용권한 판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캐나다의 리

딩 케이스이다.

(2)

두 번째는 1993년에 있었던 독일의 ‘호텔 관리인’ 사례이다.171) 영국

소재의 관리회사는 독일에 있는 호텔의 관리를 맡았다. 이 호텔은 독일

의 “Limited partnership”에 의하여 운영되는 호텔이다. 영국의 관리회사

와 독일의 파트너쉽 사이에는 20년의 기간 동안 영국 관리회사 소속의

총지배인이 이 호텔을 관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

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총지배인에게는 관리

활동을 위한 어떠한 호텔 내부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다.

독일 대법원은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에 대한 납세자의 형식적인 권한

171) 이 사례에 대한 소개는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36 쪽이

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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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지 않고, 독일의 파트너쉽은 영국 관리회사 소속의 총지배인의

동의 없이 그의 사업 수행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결국 총지배인은 호텔

내 일정 공간 -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간은 아니지만 –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갖고, 따라서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총지배인의 사업장소가 호텔이고 이에 대하여 총지배인은 어떤

형식적인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위 사실관계 정도의 권한

– 총지배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그의 사업수행이 방해 받지

아니하는 정도의 권한 - 만으로도 이용권한 판단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위의 첫 번째 사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납세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그 업무가 고객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정도, 계약의 기간 및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독일 사례에서의 계약의 내용은 20년간 장기간이었으며

독일의 파트너쉽의 호텔 운영이라는 주목적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업

무를 납세자가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보다 단기간에 걸쳐 좀 더 부수

적인 내용의 업무만을 수행한 첫 번째 사례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차이가, 문제된 납세자가 고정된 장소에 대하여 갖는 권한의 내용이

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3)

세 번째는 ‘German Toll Manufacturing’ 사례이다.172) 스위스의 회사

는 독일 회사의 창고를 임대하고 그곳에 샐러드 드레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생산시설에서는 독일 회사가 스위스 회사의

제조법에 따라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었다. 스위스 회사는 독일 회사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샐러드 드레싱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독일의

연방대법원은 스위스 회사가 창고에 설치한 생산시설은 ‘고정된 사업장

소’로는 판단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

172) 이 사례에 대한 소개는 Willams, 위의 책, 37쪽 이하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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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행하여진 사업은 어디까지나 독일회사의 사업이

지 스위스 회사의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 연방 대법원이 납세자인 스위스 회사의 사업 활동이 이용권

한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납세자가 이용권한 판단기준을 충족시킬

만큼 사업 장소에 대하여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장소를 통하여 계약상대방 회사의 업무에 협조하는 수준이 아닌 그 이상

의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는 스위스 회사가 생산 시설을

설치하고, 원재료를 제공하기까지 했지만 어디까지나 해당 시설에서 이

루어진 작업을 독일 회사의 고유의 업무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

자는 해당 장소에서 스스로의 고유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

한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5. 소결론

‘이용권한 판단기준’은 ‘고정된 사업장소’와 ‘납세자’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문제이며 주관적 요건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앞에서 살펴

본 사례들 역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OECD 주석서 역시 “at

the disposal”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입장

이다.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볼 우리나라의 고정사업장 관련 사례에서는

‘장소’나 ‘위치’ 판단기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분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용권한

판단기준’을 이용하여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한다.

Ⅱ. 영속성 판단기준

1. Skaar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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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판단기준

(motive test)

사업의 동기, 의도가 영속성을 갖고 있다면 실

제 사용한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이 판단기준

충족

객관성 판단기준

(objective test)

사업 자체가 영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판

단하는 단계.

영속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만한 요소로는,

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

이었는가?

② 고정된 시설에 대한 투자이었는가?

③ 그 사업의 본성이 영속성을 갖고 있는가?

등이 있음.

실제로 사용된

기간의 판단 시

고려할 요소

① 기간 계산에서의 시점 및 종점 : 실제로 사

용한 시점(단순한 준비행위도 포함)부터 실제로

사용을 중단(사업 정지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시

설에 대한 유지보수 기간까지도 사용 기간으로

봄)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함.

② 사업 활동이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 한

고객과의 장기간 계약 시에는 반복적으로 행하

여진 전 기간 포함하여 기간 계산(1~2개월 등

너무 짧은 기간 동안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

우는 이 판단기준 충족 하지 못함).

사업 활동의 중단이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장기간 계약을 예정한 경우라면 중단된 전 기간

가. 영속성 판단기준은 ‘고정된 사업장소’에 관하여 ‘이용할 권한’이 있

는 납세자가 어느 정도 그 사업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Skaar가 소개하고 있는 영속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정리해 본다.173)

173) Skaar, 위의 책, 209-226쪽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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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기간 계산(다른 고객을 위한 행위로

인한 중단이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인정하지

않음).

③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사업 활동은 영

속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봄. 18개월에서 24개

월 정도면 이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표4. Skaar의 영속성 판단 기준
나. 위와 같은 설명은 뱅쿠버 ‘총괄 보고서’의 설명과도 차이가 없다.

다만 뱅쿠버 총괄보고서에서는 추가적으로 영속성 판단기준과 이용할 권

한 판단기준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174) 즉, 납세자의 사업 장소

에서의 사업 활동 기간을 판단할 때, 그 기간 동안의 납세자는 그 사업

장소를 이용할 권한이 당연히 전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75) 또한

사업 활동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유형에서 최초의 계약에서 반복적으

로 장기간 동안 이용할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소를 이용한 기간이 최소한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한다면 영속성

판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176)

2. 기타견해

가. OECD 모델 주석서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설명들과 차이가 없다.

기본적으로 6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된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영

속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177) 다만 예외로서, 6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이지만 영속성 판단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경우로서 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과 ②

174)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28쪽.

175) Ibid.

176)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30 쪽.

177) OECD 모델 주석서 6. 단락. 이 견해는 최근의 OECD 2012 개정 논의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Williams, 위의 책,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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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지국 내에서만 배타적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178)을 들고 있

다.179)180)

나. 위와 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위 ①의 유형에 관

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 –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부과제척

기간 - 을 고려해볼 때 부당하다고 비판한다.181) 여러 해에 걸친 사업

활동 기간을 총합하여 영속성 판단기준의 기간을 계산 한다면, 최초의

기간에 대한 과세 역시 여러 해가 지난 후에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과세의 부과제척기간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

이다.182)

②의 유형에 관해서도 역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납세자와 과세 당국의 예측가능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근

거로 들고 있다.183) 결국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

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3. 소결론

영속성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Skaar 및 OECD 모델 주석서의 견해와

178) 위 배타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의 구체적인 의미는 본질적으

로 특정 국가 내에서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종류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다. 올림픽 기간 동안 그 올림픽 참가 인원에 대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그 본질이 특정 국가 내에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는

사업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OECD 2012 Revised Discussion Draft 단락 6.2.).

179) OECD 모델 주석서 6. 단락.

180) ②의 경우 왜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위 주석서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추정컨대, 일정 기간 사업 활동이 지

속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각주 180)에서 들고 있는 사례처럼 짧은 기

간이지만 대규모의 활동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원천지국 내에서만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과세할 만한 대상 – 즉, 사업 활동이 원천지국과

관련성이 높고 행정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1) Williams, 위의 책, 30쪽

182)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혹은 국가에 따라 더 긴 경우라

고 한다면 이러한 지적은 부적절할 수 있다.

183) Williams, 위의 책,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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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대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반대하는 견해 역시 일견 타당한 측면

이 있으나, ①의 예외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조세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 부과제척기간이 극도로 짧은 경우가 아니라면 - 이를 비판하는 견해

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고, ②의 예외에 대

해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어차피 논리필연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4절 기능적 요건

Skaar는 고정사업장의 기능적 요건으로 “사업 활동 판단기준”과 “사업

연결 판단기준”을 들고 있다.184)

Ⅰ. 사업 활동 판단기준(Business activity test)

1. 개요

지금까지 어느 나라 안에 어떤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장소와

문제된 납세자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와 같이 납세자와 연결된 장소에서 어떤 내용의 활동이 벌

어져야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능적’ 요

건이다.

이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업 활동 판단기준의 핵심은 ① 구체적으

로 고정사업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② 그 사업 활동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핵심적(본질적, core business)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판단

기준이나 거기서 등장하는 개념들도 그러하였지만, 기능적 요건과 관련

184) Skaar, 위의 책, 227-3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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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러한 개념들 역시 모두 불명확하고 OECD 모델 조항이나 주석서에

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쟁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사업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고정사업장 원칙” - 고정사업장

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고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

–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사업 행위의 경우 사업 장소가 원천

지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업 활동은 대부분

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며 OECD 모델 제8조에서는 비행기, 선박을 통한

국제 교통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의 과세를 배제하고 있

다.185)

아래에서는 사업 활동 판단기준의 구체적인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

가. Skaar의 설명

1) OECD 모델은 ‘사업’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 활동에 따른 소득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조약의 문언 및 문맥

(context)과 조약에 적용되는 국내법상의 개념에 의존하여야 한다.186)187)

문제는 각 나라의 국내법들마다 사업 활동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상호간의 조약에서 명백하게 사업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소득

185) Skaar, 위의 책 229쪽. 본 논문에서는 OECD 모델 조항 제8조의 논의에 관해서는

다루지 아니하도록 한다.

186) OECD 모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동 항에서는 “일방체약국에 의하

여 이 협약을 적용할 때는, 이 협약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의 경우 문

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

약국의 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87) Skaar, 위의 책,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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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사업’ 개념

에 관한 각국 국내법의 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 예컨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188)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

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여

기서 사업소득을 다른 종류의 소득과 가르는 핵심적 징표는 ⅰ. 영리 목

적, ⅱ. 자기의 계산과 책임189) 및 ⅲ. 계속성190)이다.191) 하지만 다른 나

라에서도 꼭 이와 같은 사업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예로 호주 대법원은 영리 목적이 있는 이상 일회적 활동이라도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2) 따라서 Skaar는 법체계 별로 대

표적인 국가들(미국, 독일, 노르웨이)의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업’의 의미가 문제될 때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다.

① 미국법에서 ‘사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는 “trade and business”를

들 수 있다. 다만 IRC에서도 명백히 그 개념을 규정하지는 아니하고 있

다.193) Flint 판결이 그 기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188)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19.(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

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189) 이 점에서 근로소득과 차이가 있다.

190) 가령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것이 사업의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이를 ‘대금업’으로

보아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계라면 소득세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된다.

191) 이창희, 각주 2의 책, 380쪽.

192) 이창희, 각주 4의 책, 311쪽. 위 책에서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이 사건의 주

요 쟁점이었던 호주 법원의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tation’에 관하

여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하급심 판결은 수익권이나 주식을 사들인 활동이 기

존 사업의 일환도 아니고 기존 사업의 다각화를 노린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활

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사업소득이

란 반드시 계속성이나 반복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볼 생각으로 한

활동이라면 일회적 활동이더라도 기업 활동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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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and business”는 ⅰ. 생계의 유지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ⅱ. 시

간, 관심(attention), 노동력이 투여되는 활동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

다.194) Groetzinger 사건에서는 연속성과 정기적인 활동이라는 “trade

and business”의 추가적인 기준을 설시하였다.195)

② 독일에서는 ⅰ. 소득창출 행위가 지속적일 것, ⅱ. 이윤추구의 목적

이 있을 것, ⅲ. 독립된 사업의 외관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사

업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한다.196) 독일은 활동의 성질을 중요시 하고 그 정

도를 중요시 하지는 않는다.197) 여기서 성질과 정도의 개념은 명확하게 설명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성질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고, 정도는 활동 자체가 계속성 내지 반복성을 띄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③ 노르웨이의 경우 역시 법원은 활동의 정도나 기간보다 성질을 중요

시한다.198) 그러나 그 성질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도 역시 기준

이 되며, 정도의 경우 특히 자본운용이익과 사업 활동을 구분하는데 유

용하게 사용된다. 노르웨이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의도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9)

아래의 표는 ‘사업’으로 판단하기에 모호한 유형에 대하여 각 국가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200)

193) Skaar, 위의 책, 246쪽.

194) Flint v. Stone Tracy Co., 220 U.S. 107(1911). ‘trade or business’에 대해서 “That

which occupies the time, attention, and labor of men for the purpose of a

livelihood or profit”라고 설시하고 있다.

195)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v. Robert P. Groetzinger, 480 U.S 23(1987).

“We accept the fact that to be engaged in a trade or business, the taxpayer

must be involved in the activity and regularity and that the tax payer’s primary

purpose for engaging in the activity must be for income or profit. A sporadic

activity, a hobby, or an amusement diversion does not qualify.”라고 설시하고 있

다.

196) Skaar, 위의 책, 248쪽

197) Skaar, 위의 책, 249쪽

198) Skaar, 위의 책, 250쪽

199) Skaar, 위의 책, 250쪽

200) Skaar, 위의 책, 251-276쪽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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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mmon law)

독일

(civil law)

노르웨이

(양자의 혼합)

부 동 산

의

관리 운

용

당해 행위의 ‘정도’

가 ‘본성’보다 중요

함. 따라서 계속성,

반복성, 활동의 규

모 등의 ‘정도’에

따라서 사안마다

판례의 결론이 달

라짐.

① 단순히 임료만

받는 것만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음.

② 토지를 구획하

는 등 변화를 가하

여 얻은 소득이면

사업 활동으로 인

정.

③ ‘정도’는 영향

없음.

불명확

증권의

관리

① 미국의 보험회사

로부터 받은 보험금

⇨ 미국에 원천을

갖고 있는 경우, 보

험금의 지급이 다른

사업 활동과 관련성

이 인정 된다면 사

업소득으로 과세.

② 개인투자의 경우

하루 중 상당시간을

거래에 투자하지 아

니한 자 ⇨ 사업 활

동으로 볼 수 없음.

① 납세자의 원천

지국 내의 활동으

로 증권의 가치가

증가 되었는지 가

기준

② 대법원 : 전통

적 의미의 증권투

자는 증권의 가치

를 상승시키지 아

니하므로 사업성

인정할 수 없음.

③ 합병, 구조조정

통한 증권가치 상

① 1962년 이전 의

경우 증권거래는

성질상 사업이 아

님(1911년 입법상

증권거래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② 1975년 법개정

으로 증권거래차익

도 과세대상이 되

었는데 그 이후 재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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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범위한 개인적

사업투자 ⇨ 사업활

동으로 인정.

승활동은 사업활동

해당가능성 있음.

로 얄 티

수입

(OECD

모 델 은

원칙적으

로는 거

주 지 국

과세)

활동의 성질보다

정도를 더 중시.

① 단순한 특허의

소유는 사업활동으

로 인정하지 않음.

특허관련 이해관계

보호 위한 “신탁

(trust)” 역시 사업

활동으로 보지 않

음.

② “Simenon

case”에서 저작권

료 수입을 위하여

여러 계약을 진행

하고 있고, 사무실

도 갖고 있는 점을

들어 고정사업장이

인정 되고 로얄티

에 대해서도 과세

를 하였음.201)

단순한 사용료 소

득은 사업성 인정

하지 아니하지만,

특허권의 변화를

기함으로 얻는 소

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함.

licenser(단순한 권

리 보유자)와

participator를 구

분하여 후자는,

① 사업에 적극적

관여

② 상당비율의 수

익공유를 하는 자

로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

표5. 각 국의 사업활동 판단기준

201) 납세자 측은 납세자가 번 돈은 소설 집필에 대한 원고료이고 이는 오로지 원고의

정신의 산물일 뿐이므로 원고의 사무실 겸 집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

지만 법원은 사업이라는 말은 넓게 읽어야 하고, 납세자가 번 원고료란 아테네가

제우스의 미간에서 태어나듯 그저 머릿속의 생각에서 바로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

이 아니며, 출판사 등과 협상 기타 사업 활동을 거쳐 비로소 버는 돈이므로 원고의

주거 겸 사무실은 사업장을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창희, 위의 책, 317쪽

의 번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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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뱅쿠버 총괄보고서 역시 사업 활동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체약국

의 국내법과 조약 자체에서 모두 사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고 하였다.202) 이러한 견해는 원론적으로는 옳다. 왜냐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든 조세조약이 국내법질서의 일부가 된 이후에는 납세의무자는 조

세조약의 조문에 바로 기대어 납세의무의 존부나 금액을 다툴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조약의 내용과 국내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충돌 문제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03) 따라서 이러한 충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는 조약과 체약국의 국내법 모두가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대개 조약에서는 ‘사업’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결국 각 국내법상의 사업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게 되

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204)

나. 소결론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질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살펴본 나라들 중

에서 우선 독일은 질적 기준을 중시하여 행위의 상업적인 본질 및 이익

과 손실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

단한다.205) 이에 반하여 미국은 양적인 기준을 중시하여 행위의 지속시

간, 거래 횟수, 거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206)

한편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상 ‘사업’의 의미와 위의 논의

들을 비교해보면, 영리 목적(상업적 본질) 및 자기계산과 책임(이익과 손

실의 분배)은 ‘질적’인 기준, 계속성의 경우 ‘양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

202) Jacques Sasseville·Arvid A. Skaar, 위의 보고서, 38쪽.

203) 이창희, 위의 책, 85쪽. 이 경우 해결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같은 책, 85-96쪽

참조.

204) OECD 모델 조약 제3조 제2항.

205) Skaar, 위의 책, 276쪽.

206) Skaar, 위의 책,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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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독일과 미국의 태도를 함께 갖고 있는 절충적인 태도라 볼

수 있다.

3. 핵심적인 사업 활동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

가. Skaar의 견해

고정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은 사업 활동이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은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즉,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보조적(preparatory

or auxiliary)인 활동들이 행하여지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

다.207) 위와 같은 활동들은 기업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고, 그러한

활동들과 기업의 이익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8)

1) Skaar는 핵심적 활동이란 그 사업에 필수적이고 그 정도 면에서

상당한 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한다.209)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질적인

측면(본성)을 말하고, 상당한 활동은 양적인 측면(상대적인 중요성)을 의

미하므로 핵심적 활동을 판단하는 데에는 두 요소 모두 판단하여야 한다

는 의미이다.210)

또한 Skaar는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모두 판단하지만, 그 판단

순서를 정하고 있다. 1차적으로 아래에서 살펴볼 다양한 기준으로 고정

된 사업장소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의 질적인 측면을 우선 검토한다. 만약

에 그 활동들이 개별적으로 보조적 활동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한

개별 활동들이 결합되었을 때에 그 활동이 전체 기업의 사업 활동 중 상

대적인 양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여, 고정사업장을

207) OECD 모델 제5조 제4항.

208) Skaar, 위의 책, 279쪽.

209) Skaar, 위의 책, 283쪽.

210) Skaar, 위의 책, 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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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키는 핵심적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차적으로 판단한다.211) 1

차적인 판단 결과 핵심적 활동의 성질을 지닌 활동으로 판단이 된다면 2

차 양적 판단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즉, 질적 기준이나 양적 기준 둘

중 하나만 갖추어도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

2) Skaar는 질적인 측면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① 기업의 일반적 목적(The general purpose of

the enterprise)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212) 예를 들어, 출판업

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를 통하여 필

요한 저작권을 획득하거나 보유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

을 행하여 왔다면 그 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13)214) 어디까지나 그 기업의 일반적 목적은 출판업이기 때문에 저작권

을 확보하는 활동이 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은 핵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215) ② 다른 방법으로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Asset value test).216) 일반적으로 들 수 있

는 기업의 가치를 직접 증가시키는 활동으로는 개발, 제조, 판매 등의 활

동이 있다.217) ③ 마지막으로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기업 자본의 “재배치 또는 활용(regrouping)”을

211) Skaar, 위의 책, 325쪽.

212) Skaar, 위의 책, 284쪽.

213) DTA USA-Italy 1955 art. Ⅱ(1) litra (c ), Skaar, 위의 책, 285쪽에서 재인용.

214) 한편, 기업의 일반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라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

나, 핵심활동 중 기업의 일반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회사활동의 관리·경영(managing own activities)은 기업의 일반적 목적이 될 수 없

으나 이는 핵심적 활동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Skaar, 위의 책, 287-288쪽 참조).

즉,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활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활동

들에 대한 관리·경영은 그 자체가 기업의 주목적이 되는 활동이라 볼 수 없으나,

기업의 목적과 형태, 규모 등에 비추어 ‘경영’ 행위 그 자체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

루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Skaar, 위의 책, 299쪽 참조).

215) 기업의 일반적 목적(The general purpose of the enterprise)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

하는 지에 관하여는 Skaar의 저서에서도 찾기 어렵고, 다만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216) Skaar, 위의 책, 284쪽.

217) Skaar, 위의 책, 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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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는 활동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Regrouping of

capital resources test).218) 이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핵심적

인 활동으로 되기 위해서는 ⅰ) 해당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자산을 기업

이 직접 ‘이용’해야 하는 경우이어야 하며(단순히 이를 ‘소유’하는 것만으

로는 핵심적인 활동이 될 수 없다.), ⅱ) 그 활동을 통하여 발생된 기업

의 수입 – 또는 부가가치 - 은 기업 스스로가 기업의 자산을 이용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단지 기업의 자

산을 다른 사람 등에게 사용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

은 핵심적인 활동이 될 수 없다.).219)

3)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의 기준들을 통하여 판단한 결과 보조

적·예비적 활동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양적

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활동의 본질상 핵심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 양적인 측면이 기업에게 중요한 부분 즉, 필수적

이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Skaar의 설명이다.220)

Skaar는 일반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보아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 활

동(minor business activity)’이 이루어지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가 해당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

입을 특정하는 것 즉,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마다의 수입의 할당이 어

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21)222) 그런데 이러한 ‘비필수적인 사업 활동’

이라고 하더라도 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차적으로 양적 측면을 더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OECD 모델 조약 제5조 제4항의 소위 ‘소극적 열거

218) Skaar, 위의 책, 284쪽.

219) Skaar, 위의 책, 325쪽.

220) Skaar, 위의 책, 288쪽.

221) Skaar, 위의 책, 288쪽.

222) 정확한 의미가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행정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조세

를 부과할 액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지 아니할 만큼 소액인 경우 등을 상정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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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list)’에 포함되어 있는 배송, 재고의 저장 등의 활동도 개별적

으로 봤을 때는 그 활동들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모두 한 번에 판단하여 상당한 규모의 수입을 발생시킨다

고 한다면 이를 질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핵심적인 활동과 다른 결과

를 가져온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Skaar 역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핵심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상당한 규모가 되는 활동이라고 판단하는 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활동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수, 보관

되어 있는 재고의 가치 등을 기업 전체의 활동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223)

4) 또한 OECD 모델에 등장하는 이른바 ‘중첩 조항(Cumulation

clause)’의 해석 방법 즉, 여러 가지 활동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그러한

활동의 조합이 있는 경우 사업 활동 판단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역시 하나의 쟁점이 된다.224)

① 우선 핵심활동과 보조적 활동의 조합의 경우는 보조적 활동이 ‘약

한’ 보조적 활동과 ‘강한’ 보조적 활동인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한다.225)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보조적인 성격이 더 강한, 말하자면 더 보조적이

거나 덜 핵심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Skaar는 ⅰ) ‘강한’ 보조적

활동은 해외(거주지국)에 있는 본사를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매하는 활동

으로, ⅱ) ‘약한’ 보조적 활동은 이를 제외한 OECD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른 보조적 활동들이다.226) 즉, 단순히 재고자산을 구매하는 활동

은 그만큼 덜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각 경우에 대한 분석은 아

래의 표와 같다.

223) Skaar, 위의 책, 290쪽.

224) OECD 모델 제5조 제4항 f).

225) Skaar, 위의 책, 293쪽.

226) Skaar, 위의 책,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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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조합 유형

보조적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여부

약한 보조적 활동 +
핵심적 활동

과세 가능

강한 보조적 활동 + 과세 불가능227)228)

표6. 약한 보조적 활동과 강한 보조적 활동 비교

② 보조적 활동과 보조적 활동들의 조합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양적인 기준이 사용된다.229) Skaar는 보조적 활동의 조합 자체가 중요

사업을 창출한다면 보조적 활동의 조합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

고 본다.230) 즉, 각각의 활동이 핵심 사업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으로 핵심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231)232)

③ 마지막 유형으로 보조적 활동과 독립대리인의 활동의 조합이 있다.

독립대리인의 활동은 그것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못한다.233)

이러한 독립대리인의 활동이 보조적 활동과 결합되는 경우 어떻게 판단

할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된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기업의 독립대리인은 미국

내의 소비자들이 소량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것에 대비하여 미국에서 위

영국기업으로부터 적송품을 수령하였다. 하지만 이 독립대리인은 위와

같이 위 상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이외에 창고에서 상품을 반출하여

227) 핵심적 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이므로 고정사업장이 성립가능성도 있지만, 고정사업

장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재고자산 구매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

는 과세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즉, 해당 장소에서 수행된 핵심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28)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재고자산의 구매가 외국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재고자산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국가와 동일한 국가 내에

서 이루어지는 제조 활동을 위하여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강한’ 보조적 활동

이라 볼 수 없다. Skaar, 위의 책, 293쪽.

229) Skaar, 위의 책, 294쪽.

230) Skaar, 위의 책, 295쪽.

231) Skaar, 위의 책. 295쪽. Skaar는 덧붙여 이 유형의 조합에 관해서는 “‘0+0=0’이라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232) 즉, 다른 종류의 보조적 활동 역시 결합 결과 상당한 규모를 구성한다면 단일 종류

의 보조적 활동의 판단 기준(위 3. 가. 1) 다) 참조)과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233) OECD 모델 제5조 제5항, 제6항은 종속대리인의 활동만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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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었다. 이 경우 미국 행정결정

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234)235)

나. 기타견해

OECD 모델 주석서나 이 논문에서 계속 참고하고 있는 윌리엄스의 의

견 역시 이 판단기준에 관한 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Skaar의 책에 실려 있는 설명들은 기본적으로 OECD 모델 주석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적이고 상당한’ 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들을236)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다.237)

다. 외국사례

(1)

첫 번째로 살펴볼 사례는 보조적 활동의 조합과 관련된 덴마크의 행정

해석 사례이다.238) 독일의 회사가 덴마크 유통회사를 통하여 덴마크 내

234) IRS Rev. Rul. 56-594 1956-2 C.B. 1126, Skaar, 위의 책, 296쪽에서 재인용.

235) 뱅쿠버 총괄보고서의 입장도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위 총괄보고

서에 들고 있는 한 가지 사례로, 외국에서 어느 한 기업을 대표하여 우편을 받고

전달하는 활동을 보조적인 활동으로 본 사례가 있다. 뱅쿠버, 43쪽. 이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분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간단하게 살펴본다. ① ⅰ. 오로지 회사의 우편

을 받고 전달하는 활동은 회사의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일 것이며, ⅱ. 이러한 활동이 개발, 제조, 판매 활

동처럼 직접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가 시키지도 않고, ⅲ. 우편을 받고 전달하는

행위는 기업의 자산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질적인

측면이 핵심적인 사업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가 기업

활동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양적인 측면 역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인데,

단순히 우편을 받고 전달하는 활동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핵심적 활동

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36) OECD 모델 주석서 단락 24.

237) Skaar는 저서에서 OECD 모델 제5조 제4항에 제시되어 있는 소위 ‘negative list’의

각 항목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OECD 모델 주석서와 Williams 역시 그러하

다. 제3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전체적인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제4장에서 국

내 사례들을 분석할 때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부분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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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덴마크 유통회사는 상품의 배달, 주문 접수, 물

류 조정, 송장 발송, 수금, 부가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하였고, 기업의 핵심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 판매는 독일에 위치한 기업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

덴마크 행정해석에서는 이를 보조적 활동으로 보았지만, Skaar는 이

사업에서 즉각적인 배송 등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핵심 사업 활동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덴마크 회사의 보

조적 활동들을 조합하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할만한 양적 기준을 충족한다

는 견해를 피력하였다.239)

(2)

두 번째 사례는 미국의 행정해석인 Rev. Rul. 72-418 사안이다.240) 이

사안에서 납세자인 독일의 은행은 미국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했다. 독일

의 은행은 그 사무실을 통하여 미국의 다양한 은행과 미국 은행의 신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 정보를 획득하였고, 미국과 독일의 고객들에

게 미국 은행과 회사를 소개하는 정보를 공급하였다. 또한 독일의 금융

상황에 관한 정보를 미국의 은행과 회사에 공급, 미국의 채무자들과 교

류, 그들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의 획득, 독일 은행의 미국 지역 광

고 등을 위 사무실에서 맡아서 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활동들은 모두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

동이고, 실제 상업적인 은행 활동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

은 활동이 이루어진 위 사무실은 고정사업장을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판

단한 바 있다.

238) 이 사례에 관한 내용은 Skaar, 위의 책 295쪽 이하를 참조하였음.

239) Skaar, 위의 책, 295쪽.

240) 이 사례에 관한 내용은 Williams, 위의 책, 196쪽 이하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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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납세자가 원천지국의 사업 장소에서 행한 사업 활동이 핵심적인지 여

부는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위 기준에 관하

여 Skaar는 지금까지 나온 책들 중에 각국의 사례들을 가장 많이 수집

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그 내용이 대체로 밴쿠버 보고서에

서까지도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을 정도로 각 나라의 과세 관행에 비교적

정통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오래 전 저작이라는 한

계 내에서나마 Skaar의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은 각국 과세관청의 실무적

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접하기 쉬운 문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책에에서 확인된 이러한 판단의 경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다.

Ⅱ. 사업 연결 판단기준(Business connection test)

1. Skaar의 견해

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납세자가 이용 권한을 가지는 고정된 사업

장소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 중요한 사업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만, 이러한 사업 활동은 물론 그러한 사업장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 이와 같이 사업장소와 사업활동 간의 구체적인 연결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 바로 사업 연결 판단기준이다.241) Skaar는 이 말을 나타내는

OECD 모델 제5조 제1항의 “Through”는 사업의 장소가 사업 활동의 중

심지로서 기능할 것을 요구한다고 파악한다.242)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

활동이 사업장을 통하여 행해지는 한 반드시 사람의 행위에 의할 필요는

241) Skaar, 위의 책, 327쪽.

24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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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의사 결정 행위가 그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243)

나. 이 판단기준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고정사업장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갖춘 사업 장소에서 보조적 활동만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사업

장소가 다른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루어

지는 핵심적 활동에 기여 하는 경우, 위 사업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

아 위 사업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보조적 활동을 포함한 핵심적 활동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다.244)

구체적으로, 사업 장소에서는 보조적 활동만이 행하여졌지만 그 장소

밖에서 독립대리인이 핵심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과연 독립대리인의 활

동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다.245) Skaar는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이른바 “총괄 효과

(attraction effect)”를 인정하여 위 경우 일반적으로 독립대리인의 활동

은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았다.246) 이는 사업 장

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 오로지 보조적이라 하더라도, 핵심 사업

활동이 그 장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사업 장소는 그 장소 밖에서

행해지는 핵심사업 활동을 “끌어 모으게(attract)” 된다는 의미이다.247)

그 결과 그러한 핵심사업 활동이 보조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 장소에

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 장소는 사업연결 판단기준을 충족

하여 고정사업장이 된다.

243) Skaar, 위의 책, 327쪽, 이를 확인한 사례로 “The German Pipeline case, decision

of 30 October 1996, II R 12/92 BetriebsBerater 1997.”가 있다. 위 판결에서는 독

일 내에 타국 기업이 설치한 파이프라인에는 이를 운영하는 고용인도 없고, 독일

내에서 기계적으로 자동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44) Skaar, 위의 책 328쪽. 만약 이 사업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지 못한다면 원

천지국에서는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할 것이다.

245) Skaar, 위의 책, 328-333쪽.

246) Skaar, 위의 책, 333쪽.

247) 그 밖에 양 체약국의 조세협정의 관할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사업이 있고,

조세협정 관할 내의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그 핵심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하여도 Skaar는 논의하고 있다.Skaar, 위의 책, 333쪽.



- 64 -

2. 외국사례

“attractions effect”를 확인한 ‘Timber 1982’ 사례에 관하여 살펴본

다.248) 노르웨이 납세자의 독일에서의 핵심 사업 활동은 독일의 북서부

지역으로부터 목재를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노르웨이 납세자는 독일의

한 장소에서 주차와 트럭의 정비, 일지 작성 등의 활동을 한 바, 이러한

활동들은 종합하더라도 핵심 사업 활동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독일과 노르웨이는 상호합의 과정에서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고 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Skaar는 “attraction effect”가 전제 되고 이러한 보조

적 활동들이 핵심 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3. 소결론

결국 사업 연결 판단기준은 어떠한 사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루

어지는 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 보고,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비록 ‘사업 활동 판단기준’에 의하여 예비적, 보조적 활동으로 판

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이 고정사업장 밖에서 수행되는 다른 핵심적

인 활동에 기여하는 경우 위 사업장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지 여

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즉, 원래 이 요건은 ‘통하여’라는 말에서 보듯이

사업장소에서 핵심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인위적으

로 핵심적 활동과 보조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분리시켜서 이 요건의

충족을 피해나갈 우려가 있으므로, ‘attraction’ 개념을 통하여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국내 사례들 중에서는 위와 같이 고정된 사업 장소에

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보조적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쟁점까지

함께 검토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248) 이 사례는 Skaar, 위의 책, 330쪽 이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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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의의 쟁점이다.

제5절 고정사업장 개념의 국제적 해석론

1. Skaar의 해석론 및 규범력

Skaar의 책이나 그 뒤를 이은 뱅쿠버 총회의 총괄보고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고정사업장에 관하여는 국제적인 해석론 차원에서 다양한

요건들이 들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치된 해석론도 있다.

Skaar는 이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

건들이 그것이다. 객관적 요건에는 장소 판단기준과 위치 판단기준, 주관

적 요건에는 이용권한 판단기준과 영속성 판단기준, 기능적 요건에는 사

업 활동 판단기준과 사업연결 판단기준이 각각 들어 있다. 그 결과 고정

사업장이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업 활동이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

고, 문제된 납세자가 어느 정도 영속적인 이용 권한을 갖는, 그 나라 안

에 위치한 물리적인 실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론은 방금 언급한 Skaar의 책이나 총괄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OECD 주석서의 내용과도 대개 일치한

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국제적인 규범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고정사업장 해석론의 불안정성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고정사업장의 해석론은 전체적으로

보아 안정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도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장소 판단기준에서 ‘물리적

인 실재’ 개념, 위치 판단기준에서 지리적, 경제적 일관성 개념, 이용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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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에서 이용의 법적 권리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논쟁, 영속성

판단기준에서 기간을 둘러싼 논의, 사업활동 판단기준에서 보조적 활동

이 다른 활동과 조합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논의,

사업연결 판단기준에서 ‘attraction’ 문제(이른바 ‘총괄 효과’ 인정 여부)

등이 모두 그러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들이다. 이들 쟁점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결론이 크게 달

라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세조약의 문구가 이러한 쟁점들에서 명확

한 답을 제시하여 줄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3. 고정사업장 개념에 관한 국제적 해석론 적용의 필요성

이와 같이 고정사업장의 국제적 해석론이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생각

만큼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틀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음

역시 분명하다. 아예 고정사업장 개념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버린다면 모를까, 고정사업장 개념을 유지하는 이

상은 이러한 해석론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이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력은 앞서 제1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과세관청 및 법원의 판단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납세자들을 납득 시킬

수 있는 합당한 논리를 갖게 되어 외국납세자의 국내 투자에 도움을 주

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나 실무가

과연 그러한 당위에 맞추어 고정사업장 개념을 해석 적용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4장 국내 사례들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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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먼저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로부터 시작해서 행

정심판 결정례, 행정해석의 순서로 국내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929 판결」

- 이른바 ‘블룸버그 사건’ - 에 대한 분석

Ⅰ. 판례의 소개

1. 사실관계의 분석249)

가. 블룸버그 리미티드 파트너쉽(Bloomberg Limited Partnership,

이하 ‘비엘피’라 한다)가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비엘피는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허용, 금융상품의 평가를 위한 분석자료 및 종합적인 뉴스의 제공

등 금융정보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판매,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영

위하는 업체이다. 통상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정보를 판매, 제공하여

왔다.

① 우선, 세계 각국의 정보수집요원들이 각국의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및 뉴스를 수집하여 미국에 있는 비엘피 본사에 송부한다. ② 비엘피의

본사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적정하게 수정, 편집, 분석하는 과

정을 거쳐 비엘피 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입력한다. ③ 그 후

비엘피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주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뉴스

정보와 분석 자료를 제공·전달한다. 이러한 ‘제공·전달’은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거나 일반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49) 해당 판례 및 해당 판결의 하급심 판결들 “① 서울고등법원 2009.10.9. 선고 2007누

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 ② 서울행정법원 2007.9.28. 선고 2005구합30068,2005

구합41082(병합) 판결”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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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계약 체결일)
용역 계약 내용

원고(대한민국

법인으로

비엘피의

자회사) -

비엘피

(1996년 3월 1일)

① 원고는 비엘피나 제3자로부터 정보전달장비 등을 구입

하여 그 중 노드 장비는 비엘피가 지정하는 하도급 업체

인 시피에스의 사업 장소에 직접 설치하고, 기타 장비는

시피에스와 원고의 별도 계약에 기하여 시피에스로 하여

금 고객의 사무실에 각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유지, 보수하

도록 하고 있다.

② 원고의 정보수집담당 직원들은 국내 금융시장에 관한

개념 기능

노드장비250)

비엘피 뉴욕 본사에서 고객

들에게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융정보 등 데이터를 고객

들에게 중간에서 매개하여

전달하는 장치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수신하여 고객

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될 뿐이

고 그 자체의 기능으로서 컴퓨

터와 같이 정보를 가공, 수정하

는 기능은 없다.

블룸버그 수

신기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를 제공받는 고객들의 사무

실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

위 서비스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문서 작업이

나 인터넷 접속 등 일반 컴퓨

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는 역

할을 한다.

나.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의 개요

표7. 노드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 개요

다. 원고, 비엘피 및 시피에스 간의 용역계약 체결

250) 노드 장비는 ① 정보 전송의 방향을 조정하는 스위칭 머신과 ② 큰 용량의 데이터

를 좀 더 작은 용량으로 분할하여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기능인 멀티 플렉서, ③ 핵

심적인 기계장치의 기능을 저장하고 기계장치가 다운되거나 하는 경우 다시 기계

장치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 메모리 모듈, ④ 데이터의 신호를 변조해주

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뎀, ⑤ 위 각 장비를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콘트롤러 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 249의 ② 판결 참조. 그러나 노

드 장비의 외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각 구성 장비들은 칩 또는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노드 장비는 그러한 구성 장비들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하

나의 기계장치로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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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뉴욕의 비엘피 본사에 송부하고,

미국 본사가 그 정보를 가공, 편집, 분석하여 비엘피 주컴퓨터

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251)

원고

–시피에스252)

(1996년 1월 1일)

① 비엘피의 국내 고객들이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고의 명의로 노드 장

비 등을 수입한 뒤 원고에 의해 수립된 운용범위 내에서

장비를 운용한다.

② 원고-비엘피간의 용역계약 ①의 내용에 따라 업무 수

행.253)

비엘피 –

시피에스

(1996년 2월 15일)

① 비엘피의 국내 고객에 대한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

스 제공과 관련하여 장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활동을

한다.

② 비엘피는 시피에스가 국내 고객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진, 교본, 개요, 그림 및 부품

목록이 포함된 자체 기술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피

에스의 기술진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피에스의 사무실

혹은 홍콩의 비엘피 사무실에서 제공.

표8. 당사자간 용역 거래 내용

라. 비엘피 홍콩지점의 활동

비엘피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업을 위하여 주요 거점지역인 홍콩,

싱가포르 등에 자체 지점을 두고 있고, 한국은 이 중 홍콩지점이 담당하

고 있다.

홍콩지점의 한국 담당 직원은 수시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직원 4인이 한국에 체제한 기간은 총 536일 가량이다. 영업

직원은 방한 시 ① 고객의 사무실 또는 호텔 등지에서 국내의 기존 고객

251) 원고는 비엘피로부터 이러한 용역수행의 대가로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지급받았다(1997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

도까지 사이)

252) 대한민국 법인이며 원고나 비엘피와는 아무런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3의 기

업이다.

253) 시피에스 역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장비의 설치, 유지, 운용, 보수 등 용역에 대

한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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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잠재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의 내용 소개하는 등 광고·선전을 비롯한

각종 ‘판매관련 지원 업무’ 및 정보이용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② 원고의 사무실에서 고객에 대하여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대법원이 위 각 규정들로부터 추출한 고정사업장의 존재 요건

1) 대법원은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미

국법인이 ②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①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③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본질적

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존재 요건을 추출하고 있

다. 이러한 요건은 앞서 논의한 고정사업장의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

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2) 또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기준을 설시한 바 있다.254)

나. 구체적인 판단

1) 사실관계의 핵심

이 사건 과세처분은 비엘피가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가짐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고정사업장 성립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우선 비엘피의 사업 활동을 ① 금융정보를 수

254) 이러한 기준과 제3장에서 살펴본 ‘국제적 해석론’과의 차이점은 아래 3. 나. 가)에서 자

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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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고 본사로 취합 ② 정보 정확성의 검증과 가공·분석 ③ 컴퓨터에 입

력하고 고객에게 판매·전달의 과정으로 요약하였다.

2) 대법원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된 기준(또는 요건) - 기

능적 요건, 사업활동 기준

대법원은 위의 비엘피의 사업 활동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분석하여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분”과 “이를

판매하는 부분”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전체 사

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라는 기준 역시 제시하였으나, 이들 기준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는지는 보여

주지 않았다.

즉, 대법원은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 중 사업 활동 기준을 판단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구체적인 적용 과정이 설시

되지 아니하였다. 아무튼 대법원은 각 사업장소마다 아래와 같이 판단하

였다.

가)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소재지

(1) 우선 위 장치들의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

한 사업 활동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장소를 ‘고정된 사업 장소’로

볼 수 있는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계장치’를 ‘고정된

사업 장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아니하고 바

로 위 장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업 활동의 성격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255)

(2) 이와 같이 기능적 요건 중에서도 주로 사업 활동 기준을 적용하면

서, 비엘피가 위 각 장비를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비엘피의

전체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

255) 일단, ‘판례의 검토’ 부분에서는 판례의 논의를 그대로 살펴보고, 아래의 필자가 직

접 사안을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제3장에서 정리한 일반론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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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 장비들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ⅰ)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분석된 정보

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장치에 불과한 점, ⅱ) 블룸버그 수신기

의 주된 기능은 비엘피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라는 점을 들

었다. 즉, 앞서 살펴본 판례가 설시한 비엘피의 사업 활동의 구별에 따르

면 ‘③’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③’에 해당하는 사실 중에서도 ‘판매’ 부분

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라고 보았지만 ‘전달’ 부분은 그러한

사업 활동에서 제외했다.

나) 비엘피 홍콩지점의 한국담당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일정

한 활동을 벌인 고객의 사무실

나아가 과세관청 고정된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본 또 하나의 후보지

는 비엘피 홍콩지점의 한국담당 직원들이 일정한 활동을 벌인 국내 고객

의 사무실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무실도 역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홍콩지점의 직원들의 활동은 비엘피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는 ‘주관적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살펴본 후 아예 ‘기능적 요건’을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과는 차이가 있다.

다) 원고의 사무실(“Cumulation Clause”의 적용256))

대법원은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여 수행되는 활동 및 홍

콩지점 영업직원들에 의하여 원고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모

두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엘피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서도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57)

256) 제4절 Ⅰ. 3. 가. 나) 참조.

257) 서울고등법원 2009.10.9. 선고 2007누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에서는 판결이유

에서 직접 목차를 나누어, 주관성 요건과 기능성 요건을 각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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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판

단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가 위와 같은 요건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여

도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러한 요건들을

간과하여서인 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주관적 요건인 ‘처분

권한 판단기준’ 및 ‘영속성 기준’을 간단하게나마 검토하였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바탕으로 기능적 요건을 판단하였음에도 주관적 요건

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보면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을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에 비

추어 볼 때, 고정사업장의 성립여부에 관한 일부 요건들은 대법원이 간

과 하였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Ⅱ. 사안의 검토

이 사안에 관하여 판례는 ‘기본적 고정사업장’ 판단의 기준을 제법 상

세하게 제시하였다. 이는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

판결로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및 기능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258)

위 요건들은 큰 틀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국제적으로 정착된 고정

사업장의 성립 요건들과 일치하며, 실제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러한 요

건에 따라 비교적 세밀하고 충실하게 잘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래에서 살펴볼 것과 같은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하에서는 판례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 검토한

Skaar의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요건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기준을 적용

하여 분석함으로써, 대법원 판단들의 당부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258) 백제흠, 〈조세조약상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 《조세판례백선 2》, 박

영사, 2015, 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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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 요건

가. 장소 판단기준

사업 장소 별로 나누어 사업장소 판단기준을 적용 해본다.

1) 노드 장치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일종의 기계 장치로서 물리적인 실

재가 당연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기계장치’는 ‘고정된 장소’를 구성한

다.259)260)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을 크게 전자상거래로 파악하고, 전자상거

래에 있어 고정사업장의 객관적 요건은 대한민국 내에 ‘서버’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261)

우선 ‘웹사이트’와 ‘서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data)의 합성물로서 유형 자산이 아니므로 고정사

업장의 요건인 ‘장소’ 판단기준을 충족할 수 없지만, 서버는 웹사이트가

저장되어 있는 장비로서 ‘장소’ 판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262) 따라서

서버 자체가 ‘장소’ 판단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의문이 없으므로 위 견

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

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서버의 소재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장소’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이며, 결론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나머지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로 서버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는 것 역시 부당하다. 서버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밖의 시설

또는 설비에서 용역의 제공 등으로 해당 전자상거래의 본질적인 부분이

259) 노드 장치와 블룸버그 수신기 그 자체를 사업 장소로 보아야 것인지, 이러한 장치

들이 설치된 소재지를 사업 장소로 보아야 하는 지에 관한 논의는 제3장 제2절 Ⅰ.

1. 다. 참조.

260) 제3장 제2절 Ⅰ. 1. 다., 같은 절 Ⅰ. 2. 나. 참조.

261) 백제흠, 위의 평석, 750쪽..

262) 오윤, 위의 책,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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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서버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기본적

구성요건’ 중 ‘장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263)

2) 원고 및 고객의 각 사무실은 제3장에서 살펴본 소위 ‘적극적 열거’에

포함이 되고,264) 호텔은 위 열거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사업 활동의

기초로서 제공되기에 상업적으로 적합한 상당하고도 물리적인 객체”에

해당하므로 – 교육이나 판촉활동은 일정한 공간 및 최소한의 설비만이

있으면 가능하므로 호텔은 이러한 활동이 충분히 수행될만한 적합하고도

상당한 부동산으로 보인다. - 모두 장소 판단 기준을 충족한다.265)

나. 위치 판단기준

각각 비엘피 본사의 사업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서, 원고 회사의 사

무실, 그리고 노드장치 및 블룸버그 수신기의 경우 고정되어 있다는 점

에서 각각의 사업 장소가 위치 판단기준을 당연히 충족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판촉활동의 장소가 된 고객의 사무실들이나 호텔들을 고정성이

있는 장소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보아야 한다. 즉, 고객의 사무

실과 호텔들을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소로 볼 수 있는 지의 문

제이다. 왜냐하면 원고의 사무실, 노드장치 및 블룸버그 수신기가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은 계속하여 고정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고객

263) 같은 취지로, 이 사건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07. 9. 28. 선고 2005구합30068, 2005구

합41082(병합) 위 판결은 “원고는 웹사이트와 서버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는 서버의 운용 장소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고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와 같

은 고객 수신 장비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

략), 이 사건과 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등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그 물적 설비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에 의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서버의 존재

장소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64) OECD 모델 조약 제5조 제2항 c) 참조.

265) “Positive list”가 한정적인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제3장 제2절 1.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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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무실과 호텔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이 이루어졌으므로 각

장소는 독자적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엘피가 국내에서 행한 활동은 각각의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비엘피의

서비스를 잘 제공받게 하기 위한 각각의 활동(각종 장치 설치 및 유지보

수활동)과 불특정 인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 차례의 판촉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그 활동들 자체에서 경중을 따져 ‘중심’을 찾거나, 그러한

활동의 ‘중심’이 연결된 특정 지점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

립적인 각 장소에서 활동들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의 사무

실들과 호텔들에는 독자적인 ‘기지’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266)

따라서 공간한정접근법에 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① 일정

한 면적 안에 있는 고객의 사무실과 호텔에서 ② 단일한 고객을 위한 활

동 또는 납세자 자신의 사업 활동이 ‘계속적’으로 ③ 12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특정한 위치에 사업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 장소로 볼 수 있다.267)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인 비엘피와 원고, 시피에스는 모두 1996년도 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비엘피로부터 1997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용역수수료를 지급 받았다.268) 이에 비추어 볼 때, 약 5년

이상 장기간 동안 단일한 내용의 비엘피의 사업 활동이 계속 진행되었

다. 일정한 면적을 어느 범위로 한정 지을 지에 대한 문제는 제3장에서

살펴본 ‘지정학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불명확하나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하는 범위 또는 현재 발달한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 전체를 포함하는 범위 등을 ‘지정학적

관련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269)

266) 한편 노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씨피에스의 사무실을 ‘기지’로 판단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가 본사로부터 노드 장치로 정보를 수신 받고 다시 각 고객

들의 사무실에 설치된 블룸버그 수신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일종의 활동의 중심지

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래의 특수요건 검토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바로 위치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67) 제3장 제2절 Ⅱ. 1. 참조.

268) 제4장 제1절 Ⅰ. 1. 다. 1) 등 참조.

269) 미국의 행정 사례 중 소위 ‘콘서트 투어’ 사례에서 미국 전역을 포함하여 캐나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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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고객의 사무실이나 호텔 역시 ‘위치

판단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노드장치와 블룸버그 수신기, 원고와 고객의 각 사무실 및 호

텔은 사업 장소로서 모두 고정사업장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

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이러

한 판단의 과정을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판결의 간결함을 위하여 생략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위치 판단기준과 같이 불명

확한 개념이 있는 판단기준에 관해서 직접 판단하여 일정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여 주었다면 더 ‘국제적 해석론’에 부합하는 해석이 되지 않았

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2. 주관적 요건

가. 이용할 권리 판단기준

1) 대법원 판단의 부존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법원은 ‘이용할 권리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로 대법원은 1.에서 살펴본 모

든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업 활동들을 ‘기능적 요건’의 판단의 자료로 삼

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대법원이 스스로 고정사업장의 세 가지 요건

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고정사업장을 판단하겠다고 설시한 점과 분명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아래에서 살펴 볼 서울고등법

원 2009. 10. 9. 선고 2007누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에서는 ‘이용할

역까지 순회한 독일의 뮤지컬 공연단의 경우 한정된 공간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Skaar, 위의 책,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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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판단기준’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비엘피는 고객의 사무실과 호텔

등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기능적

요건’ 판단 시 위 판촉 활동은 처음부터 그 판단의 전제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이 원심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

니하고 논리를 전개한 것은 부당하다.

2) 노드 장치 및 블룸버그 수신기

주관적 요건의 핵심은 해당 장소에 대한 ‘처분의 권한’, 즉 ‘그 소유자

의 동의 없이 해당 장소의 사용이 방해 받지 않을 정도의 권한’이다. 그

러한 권한이 명백한 ‘법적인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판단하기가 용이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권한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270)

따라서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이러한 권한이 인정됨을 추단할 수밖

에 없다.

노드 장치 및 블룸버그 수신기 소재지에 대한 비엘피의 처분권한 및

사용권한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에서는 ① 원고는 비엘피 및 씨피에스와

각종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

가를 받고 있고, ② 씨피에스 역시 비엘피 및 원고와 유사한 내용의 용

역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또는 비엘피의 작업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

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으며, ③ 원고는 비엘피의 100퍼센트

자회사로서 위의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오로지

비엘피의 사업을 위하여 비엘피와 원고, 시피에스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설치되고 고객들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위 판단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

았다.

위 원심판결이 ‘이용할 권리 판단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위 장비들이 ‘오로지’ 비엘피의 사업 활동을 위하여 ‘용역계

약에 따라’ 설치되고 제공된 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엘피가 원고

270) 제3장 제3절 Ⅰ.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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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가지는 용역 계약상의 권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엘피의 동의

없이 이러한 장비들은 회수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본다면 앞에서 살펴보았

던 ‘이용할 권리 판단기준’의 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

다.271)

결국, 비엘피가 이러한 장비들에 대하여 이 판단기준에서 요구하는 ‘권

한’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72)

3) 원고의 사무실

원고의 사무실은 비엘피 홍콩지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교육활동이 이루

어진 장소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상가격에 따른 사업 거래

(arm’s-length business connection)’의 쟁점이 있다.273) 만약, 비엘피가 원

고의 사무실에 대한 차임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비엘피 사이에

는 원고 사무실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되고274), 그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시설을 비엘피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

한다면, 원고와 비엘피 사이에서 비엘피의 블룸버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에 대한 교육활동에 관하여는 원고는 비엘피에게 원고의 사무실을 제공

271) 또한 권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장비 자체에 대한 권한이 아니라 장비가

소재하는 장소에 대한 권한 문제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장비들이 원

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장비가 ① 비엘피의 사업에 한정되어 이용되고 ② 그

장비의 철거가 계약상 비엘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덧붙여 ③ 이러한 장

비들에 대하여 원고는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비엘피의 지시에 따라 - 설치 및 관

리 유지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고객들은 비엘피와의 정보제공 계약에 위 장

비를 통하여 정보를 공급 받는 입장에만 있는 것이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72) 이에 대하여 위 장비들을 ‘서버의 운영 장치’로 보는 견해는 외국법인이 컴퓨터 서

버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주관적

요건을 구성할 것이고, 단지 타인이 설치, 운용하는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이용할 권리 판단기준’에 부합하고 이에 따

르더라도 비엘피는 이 판단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백제흠 참조.

273) 제3장 제3절 Ⅰ. 2. 가.의 표 중 해당부분 참조.

274)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비엘피가 원고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

하여 따로 차임을 지급하였는지 등 어떤 근거로 비엘피의 직원이 원고의 사무실에

서 위와 같은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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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엘피는 원고의 사무실에 대하

여 교육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이 판단기준에서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4) 호텔 및 고객의 사무실의 경우

① 호텔의 경우 단순히 다른 호텔 이용객과 같은 정도의 이용 – 즉

단순한 숙박 – 만으로는 이 판단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

상의 이용 권한 즉, 납세자의 사업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권한 – 사무실의 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 - 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기준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275)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문제된 직원들이 보통의 호텔 이용객처럼

단순히 숙박을 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모를 갖춘 ‘홍보’ 활

동을 하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객실에서 이러한 일을 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호텔에 소재하는 이른바 ‘컨벤션 룸’이나 ‘회

의실’ 등과 같은 시설을 빌렸을 가능성도 제법 높다. 이러한 이용은 단순

히 호텔의 컴퓨터 및 전화기를 이용하는 등의 활동 보다는 좀 더 적극적

인 이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용은 비엘피 측과 호텔 사이

의 일정한 추가적인 계약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만약, 실제로 이러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단순히 투숙하기만 하는 호텔 이용객과는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고 할 것이다.

② 고객의 사무실의 경우도 단순히 원고나 씨피에스의 직원 또는 홍콩

지사 직원들이 사무실에 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용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276) 고객의 시설을 이용한 납세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 예를 들면 오랜 기

간 해당 장소를 사실상 지배 또는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277)

275) 각주 273과 같은 표 참조.

276) 각주 273과 같은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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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 비엘피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은

단순히 판촉활동을 하기 위하여 짧은 시간 고객의 사무실에 머무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엘피가 고객의 사무실에 대하여는 이

판단기준을 충족할 만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주관적 요건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고객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판촉 활동 역시 기능적 요건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았다. 이에 반하여 원심판결은 위 장소들은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기능적 요건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

다.278)

나. 영속성 판단기준

비엘피의 이 같은 활동이 영속성을 갖고 있는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판

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동기 판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즉, 고정된

사업장에서 진행시킬 사업의 목적 자체가 영속성 – 일정 정도 이상의

사업의 지속 - 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속성 판단기준은

충족한다.

왜냐하면 ① 일단, 비엘피는 계속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대한민

국 내에서 진행할 의도가 있었고 ② 또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한

다음 다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그 본성

자체도 다른 사업에 비하여 영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279)

277) 이는 각주 278의 이 사건 하급심에서 제시한 기준이다.

278)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7누27747,2007누27754(병합) 판결에서는 “비엘피

홍콩지점의 영업직원들이 방문한 고객의 사무실에 대하여 비엘피가 처분권한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판촉활동 등을 수행한 호텔 등에 대하여 비엘피가 그

장소를 항구성이 인정될 정도로 오랜 기간 사실상 지배 또는 사용하였다고 볼 만

한 증거도 없으므로, 고객 사무실 또는 호텔 등의 장소를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

장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279) 제3장 제3절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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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론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노드장치 및 블룸버그 수신기,

원고와 씨피에스의 사무실, 호텔, 고객의 사무실 중에서 고객의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장소들은 주관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의 판시의 결론과 같이 - 그 근거는 알 수 없다고 하여도 - 이하

에서 기능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 볼 때는 고객의 사무실에서 이루어

진 사업 활동 역시 함께 포함하여 판단해 보도록 한다.

3. 기능적 요건280)

가. 사업 활동 판단기준

1) 사업 활동 해당 여부

대법원 판결에서는 ‘본질적’ 사업 활동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판단의 전제로 그 활동 자체가 ‘사업’ 활동에 해당

하는 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281)

가) ‘사업’활동 판단의 기준

위 논의에서는 우선적으로 이 사안이 “① ‘사업’이 조세조약 고유의 개

념으로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다만 그러한 해석에 이르

는 데 여러 나라의 입장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인지, ② 아니면 조세조약

정의가 없으므로 조약을 적용하는 나라가 각자의 국내법에 의할 수 있는

280) 기능적 요건은 대법원에서 다른 요건들과 달리 자세히 판단한 부분이다. 즉, 대법원

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자세한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으나, 유독 기능적 요건에 대해서는

주된 활동과 보조적 활동의 구별에 관하여 상세한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

가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다. 주관적, 객관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이 요건이 충족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관적,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 요건만은 명백하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281)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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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비엘피의 거주지국인 미국과 고정사업장의 원천지국인

대한민국 간의 한미조세조약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그 중 한

미조세조약 제2조 (2)에서는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

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후략)”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 조약 제8조 (5)에서는 ‘사업’을 의미하는282) ‘산업상 또

는 상업상의 활동’에 대하여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후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약 제8조 (5)에서 위와 같이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으므로 한미조세조약의 경우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83) 위 조항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업종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한

활동이 이러한 구체적인 업종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결국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나) ‘사업’활동 해당여부

노드 장치 및 블룸버그 수신기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교육활동, 판촉활

동은 모두 위 조항의 ‘용역의 제공’에 일단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 즉, 양적·질적 기준을 바탕으

로284) ‘사업 활동’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도 결론은 같다. 본사와 원고

등 용역 업체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활동들의 행위의 지속시간,

거래 횟수, 거래 규모는 판례에 정확하게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일단 장

기간 동안 계속성, 반복성을 지니고 활동이 이루어져 상당한 규모로 보

인다(양적측면). 또한 위 행위들 모두 본사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는

282) 한미조세조약 제9조 (1)의 고정사업장의 정의에서도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83) 즉, 한미조세조약 제2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

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284) 제3장 제4절 Ⅰ. 2. 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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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질적 측면). 따라서 일단 사

업 활동 판단기준은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핵심 사업 활동 해당 여부

가) 대법원 및 국제조세 해석론 일반의 판단 방법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결합되는 경우, 그 중 어느 활동이 그러한 결과물이 갖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한 주요한 활동인지 여부를 따지

는 것으로 보인다.285)

대법원은 ① 이렇게 상당한 기여를 하는 주요 활동들을 먼저 정한 다

음, 사안에서 문제가 된 활동들이 위 활동들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사안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각각의 활동들이 왜 보조적,

사전적인 활동인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선정한

‘상당한 기여를 하는 주요한 활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

로만 간단하게 검토를 하였다. ② 한편 앞서 대법원이 제시했던 ‘양적인

측면’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286)

일반적인 국제조세 해석론에 따르면 1차적으로 ‘기업의 일반 목적에

부합하는지’, ‘자본 및 자원의 재조정이 있는지’,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지’의 기준에 따라 각각의 활동이 본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각각의

활동이 보조적 활동이라고 판명되었다면, 2차적으로 전체 기업 활동과

비교하여 양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287)

이러한 해석론과 대법원의 입장의 차이는 ‘보조적 활동의 결합’에서 나

285) 이 사안에서는 ‘가공된 금융정보의 제공’이라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서 여러 가지 활동이 개입되어 있으나 그 중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 분석하는 것’

과 ‘이를 판매하는 것’을 주요활동으로 보았다.

286) 이러한 태도는 대법원이 ‘각 활동의 결합’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논리

적이지 않다. 각각의 행동들 자체가 ‘상당한 기여를 하는 주요 활동’에 해당하지 않

는다면 그것을 결합하더도 그러한 활동으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래 다) (3)

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287) 제3장 제4절 Ⅰ. 3. 가. 1) 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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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288) 대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다른 종류의 활동들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종류의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보조적 활

동을 결합한 것을 본질적 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결합’을 통하여 변화하는 것은 활동의 ‘성질’이 아니므로 그 ‘결합’의 의

미는 오로지 ‘양적인 측면’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조적 활동의

결합’을 통해서는 애초에 대법원이 선정해 놓은 ‘상당한 기여를 한 주요

활동’으로 바뀔 수 없다.

물론 대법원은 각 사업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인지 판

단하는 기준으로 “그 사업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

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사업 활

동의 ‘양적인 평가’ 역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 대법원의 판시 및 대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원심 판결에서는 ‘양적인

평가’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은 추상적인 기준

을 설시하고 있고, 그 기준이 ‘양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결국 대부분은 납세자의 각 활동이 대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

여를 하는 주요한 활동’에 포섭할 수 있는 지를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하

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위 해석론은 양적인 판단을 할 때는 1차적으로 판단한 기

준과는 별개로 기업 전체의 활동에서 결합된 보조적 활동이 얼마나 상당

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적

활동의 결합’을 통하여 그 활동들의 총합을 경우에 따라 ‘본질적 활동’으

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나) 정보수집 활동의 제외

288) 각 활동이 핵심적, 본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이 넓게

개입이 되므로 판단 시 이용하는 방법이 위 해석론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다. 물론 그 기준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 좋겠지만 일단 그 판단은 법원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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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단의 부존재

대법원은 ‘원고의 정보수집담당 직원들은 국내 금융시장에 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뉴욕의 비엘피 본사에 송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 성립 요건 판단 시에는 위와 같은 정보수집 활동을 판단의 자료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수집 활동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비엘피가 영위

하는 사업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활동과 관련하여 객관적 · 주

관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검토는 - 그것이 꼭 판결에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 꼭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은 결국 국내의 사업 장소들에서는 비엘피의 전체 사업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의 판결의

설득력을 좀 더 높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받은 정

보수집 활동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활동까

지 고정사업장의 성부, 특히 기능적 요건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았다면

혹시 대법원 판단의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의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수집 활동을 판단의 자료에서

제외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289)290)

(2) 검토

이 문제는 결국 ‘정보수집 활동’을 누구의 사업 활동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수집 활동’을 비엘피의 활동으로 본다면, 기능

289) 이창희, 위의 책, 307쪽. 이 견해는 판결에서는 원고가 우리 국내에서 정보의 수집

활동을 하지는 않았는지에 관하여 설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원심 판결에서 비엘피와 원고 사이에서는

정보수집 활동 역시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됨을 설시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수

집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90) 다만 서울행정법원 2007.9.28. 선고 2005구합30068,2005구합41082(병합) 판결에서는

“특히 이 사건 정보수집용역은 비엘피 본사의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과 관련되고 그

정보가 비엘피 본사의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공급될 여지

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 중 정보수집용역은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비엘피에 제공

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간단히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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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건의 판단이 지금과 다른 결론에 이를 여지가 충분히 있다.291)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대법원이 문제되는

일련의 활동들이 원고 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비엘피의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비엘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있는 원고의

일을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292) 이는 일단,

이러한 활동이 비엘피 본사가 아니라 원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졌다는

이해가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대법원이 이 사건의 사업

활동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

한 대가를 비엘피 본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였다면 이는 기본적

으로 ‘이전가격’의 문제이고, 고정사업장 과세의 문제로 파악하지 아니하

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보수집 활동의 경우 기능적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보수집 활동을 판단의 자료로 삼지 아니한 것의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이 판결의 결정적 약점이 되고

있다. 일단 아래에서는 정보수집 활동은 제외하고 검토하도록 한다.

다) 검토

(1) 기업의 일반목적(general purpose)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업의 일반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하여 앞서 제3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Skaar가 기업

291) Skaar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업의 주된 목적이 아닌 이상 기업의 본사를 위하여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조적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신용

평가서(credit report)’작 작성 등을 위한 정보수집에 관한 사례에서, ⅰ. 기업 자체의

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은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없지만 ⅱ. 이러한 정보를 고객

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 즉,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경우

는 고정사업장이 성립되는 활동으로 보았다. Skaar, 위의 책, 310-313쪽 참조.

292) 자회사 직원이 자회사와 모회사 간 계약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것은

통상은 자회사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자

회사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직원들이 실제로는 모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는 것은 특별한 경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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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경영 활동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핵심적 활동이 될 수는 있

으나, 기업 일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293), 기업의 일반 목적이라는 것은 기업 고유의 사업 활동

영역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로 추정할 수 있다. 사안에서 비엘피의 일반

적 목적은 ‘수집하여 가공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송하여 판매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① 노드 장치와 블룸버그 수신기 설치 및 유지 관리활동의

경우, 이미 일반적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인 정보를 전송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지·보수 업무는 유지·보수 업무를

일반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일반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 ② 판촉활동 및 교육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비엘피의 입장에서

는 ‘판매’라는 일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가적인 활동에 불과하고, 이

러한 판촉 및 교육활동을 고유한 일반목적으로 삼는 기업이 아닌 이상

기업의 일반적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활동은 기업의 일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자산 증대 활동 및 자본의 재구성 활동인지 여부

① ⅰ.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의 설치 및 유지 관리 활동은 ‘자

산을 증가시키는’ 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자산을 증가시키는 대표적

인 행위에는 자원의 개발, 물품의 제조, 판매 등의 활동이 있음은 앞서

제3장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으로 기업

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바로 수익으로 환가될 수 있는 활동들을 자산을

증가시키는 활동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의 행위가 간접적으로

는 회사의 자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가 가공된 시점 또는 그것을 판매를 하는 시점에 자산이 증대가 되

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전달한 때에는 자산이 증대되었다고 보

293) Skaar, 위의 책,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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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ⅱ. 판촉활동(광고활동) 및 교육활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기업의 일반적 목적의 영역이 아닐뿐더러 잠재적 소비자들에 대

한 제품의 정보 공급은 기업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94) OECD 모델의 주석서나 미국 행정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95)296)

ⅲ. 교육활동 역시 소비자들이 최종적인 결과물인 ‘가공된 정보’를 이용

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러한 활동이 직접 기업의 자산을 증대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② 자본의 재구성을 발생시키는 활동인 지 여부는 기업 자산의 이용과

관련되는 사항이다. 장치의 유지 보수, 판촉활동 및 교육활동은 모두 비

엘피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과는 관련 없는 활동들이므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자본 재구성을 발생시키는 활동인 지 여부에 따라 핵심활동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양적인 측면의 검토(활동의 결합에 관하여)

(가) 한미조세조약의 해석

한미조세조약 제9조 (3)은 각 호에서 보조적, 예비적 활동들에 대한 예

시를 두고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각각의 행위가 보조적, 예비적 성격을 지니는 활

동이라면 그러한 각 행위들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사업 활동

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보조적 활동의 결합’에 따른 양적 평가

294) Skaar, 위의 책, 309쪽

295) IRS in Ltr. Rul. 81-47-171, Skaar, 위의 책, 310쪽에서 재인용.

296) 광고활동과 독립대리인의 판매활동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광고활동 역시 고정사업장

을 구성할 수 있는 핵심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 비엘피의 홍

콩지점 직원들은 따로 계약을 성립시킬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

제로 판매활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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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원심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297)298)

(나) 검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도 각 보조적 활동들을 결합하여

결합된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지 역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이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지 아니

하였다.

대법원의 ‘핵심 사업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전 과정이 좀 더 정치하게

되기 위해서라도 결합된 활동에 대한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국제조세의 해석론과 달리 기업의

최종생산물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활동들을 정해 놓고 문제되는 활동들

이 이러한 ‘상당한 기여를 한 주요한 활동’에 해당하는 지 여부만을 판단

한다. 이러한 판단 방법은 기본적으로 보조적 행위 간의 결합을 상정하

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행위를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운 성질의 행위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위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이 개개의 활동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과의 연계성을 보더라도 ‘보조적 행위의 결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원심법원의 판단 과정을 따르는 것이 논리적이다. 즉, 한미조세

조약이 보조적 행위의 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각각의 활동마

다 본질적인 것인지를 따지고, 본질적인 활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

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결합시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97) “위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은 여러 예비적 · 보조적 활동들을 결합하더라도 여전히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비엘피의 고정사업장 구성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등을 통하여 수행되는 정보의 전달, 원고 사무실에서 실시되는 교육활동 등을 각각

예비적 · 보조적 성격의 사업 활동으로 보는 이상 이를 결합하여 고정사업장 구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98) 백제흠, 위의 평석, 750쪽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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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론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노드 장치 및 블룸버그 수신

기의 설치 및 유지 활동과 판촉활동, 교육활동은 본질적인 핵심 사업 활

동이라 보기 어렵다.

나. 사업 연결 판단기준

일단, 위의 각 활동이 해당 사업 장소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에는 별

다른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 연결 판단기준의 경우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업 활동이 보조적 활동으로 판단되었을 때 이

러한 활동이 해당 장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소위 “attraction effect”를 인정하여 위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

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299)

비엘피의 핵심 활동의 대부분 즉,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여 가치를 높

이고, 이 정보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활동 등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대한민국의 조세 관할을 벗

어나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에는 “attraction

effect”를 인정할 수 없다.300) 대법원 및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만약 정보수집 활동에 관하여 본 판례에서 판단을 하였다고 가

정해보면, 이 판단 기준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즉, 정보 수집활동을 판

단하면서도 비록 보조적 활동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활동이 대한민

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의 가공’이라는 핵심활동에 기

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소결론

299) 제3장 제3절 Ⅱ. 참조.

300) Skaar, 위의 책, 333-335쪽 참조.



- 92 -

앞서 검토한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갖춘 사업 장소에서 행하여진 각

활동을 판단해 보았을 때, 그러한 활동들이 본질적인 핵심 사업 활동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는 대법원의 결론과 같다. 다만 기능적 요

건 중에서도 일부 요건만을 판단하였으며, 때로 논리적인 일관성이 부족

하여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결국 핵심 활동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인 모회사가 아니라 별도의

자회사를 통하여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과세 문제를 ‘기본적 고정사업장’

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 든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5장

에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Ⅲ. 결론

앞서 언급한 대로 본 판결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판결로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큰

틀에서 나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아래에서 살펴

볼 하급심 판결 역시 본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

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

법원은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에 관하여는 아예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기능적 요건 역시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은 점, ② 대법원이 인용하고

있는 원심법원에서는 주관적 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업 장소에서

행하여진 활동을 아무런 설시 없이 기능적 요건의 판단의 자료로 삼은

점, ③ ‘정보수집 활동’을 판단에서 제외하고서도 그 근거를 면밀하게 분

석하지 아니한 점, ④ 한미조세조약의 문리적 해석상 ‘보조적 행위의 결

합’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 판단과 달리 이를 인정하고

서도 아무런 추가적인 설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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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42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792

판결」에 대한 분석

Ⅰ. 판결의 소개

1. 사실관계의 분석

가. 개요

제2절에서 소개하고 분석하게 될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

합368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792 판결’(이하 ‘대상 판

결’이라고 한다.)들은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301)인 2014두3044 사건의 1

심 및 2심 판결으로 소위 ‘론스타 사건’에 대한 여러 판결들 중 하나이

다.302)303)

나. ‘론스타 펀드’의 구조304)

1) ‘론스타 펀드’는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자산가치가 저

평가된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의 인수합병, 부실채권 매입, 부동산 투자

301) 2016. 6. 현재 대법원에서는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이다(대법원 나의 사

건 검색 웹사이트 검색 결과 중 ‘심리 진행 상황’ 부분 참조).

302) 위 ‘론스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으로는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

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해당 단체

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등 이 있다.

303) 대상 판결에서는 ‘이 사건에서 소득의 최종 귀속자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

인지’ 등의 쟁점도 함께 있으나, ‘고정사업장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쟁점만을 검토하

고 이에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정리해본다.

304) 이 항 및 이하에서 논의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부분은 모두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42 판결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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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모펀드’이다. 또한 매번 투자가 완료되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사건은 그 중 ‘론스

타펀드Ⅳ’에 관한 사안이다.

2) 위 론스타펀드Ⅳ는 무한책임사원인 론스타파트너스 포(이하 ‘LSP’

라 한다.)와 유한책임 사원인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원

고 론스타 유에스, 원고 론스타 버뮤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LSP는

무한책임사원인 존 그레이켄이 100% 지분을 소유한 론스타매니지먼트

컴퍼니 포 리미티드와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유희원, 정헌주 등이 1인

주주로 설립한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25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다.305)

3) 론스타펀드는 ‘관계회사’306)로 투자대상의 발굴과 가치평가 업무를

위하여 버뮤다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론스타 글로벌 어퀴지션 리미티드

(이하 ‘LSGA’라 한다.) 및 각국에 투자한 자산관리를 위하여 미국 텍사

스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허드슨 어드바이저스(이하 ‘HAL’이라 한다.)를

두고 있다307).

4) LSGA와 HAL은 각국에 대한 투자 및 자산관리를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 LSGA의 자회사는 ‘론스타 어드

바이저스 코리아’(이하 ‘LSAK’라 한다.)이고, HAL의 자회사는 ‘허드슨

305)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아 투자 여부, 자산의 매각

시기, 관리 방법 등을 결정한다.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을 뿐, 무한책임사원을 통제하거나 그들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론스타펀드Ⅳ의 투자수익 중 20%는 무한책임사원인 LSP에게, 나머지 80%는 유한

책임사원들에게 배당한다.

306) 해당 판결에서 ‘관계회사’라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LSGA와 HAL은 론스타펀드의 목적인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고, 그 보유 지분 역시 론스타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인 존 그레이켄이 대부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론스타펀드와 법 형식적으로

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라는 점에서 ‘관계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07) 위 관계회사들의 지분은 모두 존 그레이켄이 보유하고 있거나, 존 그레이켄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위 론스타펀드는 투자 대상의 발굴 및 자산

관리에 관한 계약을 위 LSGA 및 HAL과 체결하여 용역 업무를 위임하고 그 수수

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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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바이저스 코리아’(이하 ‘HAK’라 한다.)이다.308) 위 국내 자회사들은

LSGA, HAL과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다. 론스타펀드Ⅳ의 투자 구조

론스타펀드Ⅳ는 대한민국 내 ‘외한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각 발

행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진행하였다. 그 투자구조가 복잡하

기는 하지만 대부분 유사한 경로를 통하여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이해

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투자의 핵심적인 구조를 사례화 하여 설명

해 본다.

① 론스타 펀드의 사원들은 위 회사들에 대한 각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버뮤다국에 A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벨기에 법률에 의하여 甲309)을 설립하였다.

② 론스타 펀드의 유한책임사원 중 일부는 버뮤다국 법인인 B-1과 위

A를 통하여, 다른 일부는 버뮤다국에 설립된 합자회사인 B-2와 위

A를 통하여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C의 지분을 취득

하였다.

③ C는 甲의 지분의 99.9%를 취득하였다(나머지 0.1%는 甲 의 법정이

사가 보유함).

④ 이러한 甲이 투자 대상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310)

308) 위 두 자회사는 모두 1999년 2월 10일 설립되었다.

309) 이러한 甲에 대하여, LSP의 유한책임사원이자 HAK의 대표이사, LSAK의 대표이

사 등으로 재직해오던 유회원은 甲은 론스타펀드Ⅳ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별도

의 특수목적 법인이며, 그 법인의 유일한 목적은 투자의 명의자로서 해당 투자에서

취득하게 될 자산을 법률적으로 소유하는 것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10) 투자 대상 마다 위 구조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각각 설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외환은행 주식 매수 과정에서의 甲과 극동건설 주식 매수 과정에서의 甲이

별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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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역  할

리
론스타펀드Ⅳ의 국내 관리자로서 사실상 HAK, LSAK의 업무를 총괄하고

론스타 펀드의 자문위원회 회의에 한국지역 관리자로 참석, 일정기간

LSAK의 대표이사로 재직

유회원
HAK의 전무 및 대표이사를 역임, 스티븐 리가 LSAK의 대표이사

에서 물러난 이후 LSA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AK의 업무에

도 사실상 관여

정헌주 유회원이 HAK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HAK의 대표이사

투자대상 과정 

외환은행

① LSAK의 대표자 자격으로 스티븐 리가 LSGA, LSP에게 제안.

유희원이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둘은 실무 작업을 함께 함.

② 구체적으로, 스티븐 리는 2003년 4월 경 외환은행과 6천억 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하고, 유한책임사원인 론스

타 유에스와 론스타 버뮤다가 합동으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존 그레이켄 등의 참석자들에게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된 사항(조

건,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함. 유희원은 LSAK를 대표하여 외한

라. 각 투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과정

1)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甲이 투자 대상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였

을 때 그러한 투자 대상 및 투자 시기 등의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2) 우선 위와 같은 과정을 국내에서 주도한 자로는 스티븐 리, 유회원,

정헌주가 있다311).

표9. 론스타 펀드 구성원

3) 이 사건에서의 투자 대상은 외환은행, 극동건설 및 스타리스의 주

식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나누어 그 주식 취득에서부터 매각까지의 과

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311)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들은 모두 론스타 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인 LSP를 구성하는 유

한책임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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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수계약 사인회에 참석하는 등 인수팀을 관장.

③ 론스타 유에스가 2003년 10월 31일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보

유하게 되고,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유회원, 마이클

톰슨을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다. 이후 위 사외이사들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

④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작업은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존 그

레이켄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는 스티븐 리와 유회원은

참가하지 않음.

극동건설

① 스티븐 리와 유회원이 주도. 유회원이 LSAK, HAK의 극동기업

에 대한 평가 결과를 스티븐 리에게 보고하면 스티븐 리가 다시

이를 존 그레이켄과 엘리스 쇼트에게 보고하였고 그 결과 극동건

설에 대한 투자 승인을 얻음. 또한 스티븐리와 유회원은 론스타펀

드의 유한책임사원인 론스타유에스와 ‘극동홀딩스 에스씨에이’312)로

부터 극동건설 인수에 관한 대리권을 받아 인수 작업을 진행

② 외환은행 투자건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그

인수 작업이 진행되었고 인수에 관한 실무는 유회원이 총괄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스티븐 리가 짐. 회사 인수 이후 유회

원은 극동건설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극동건설 관계자로부터 수시

로 업무보고를 받음.

③ 극동건설의 주식 매각 역시 스티븐 리와 유회원은 참가하지 않

고 마이클 톰슨이 매각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

스타리스 

스타리스 주식의 경우 위 다.항의 구조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사실

관계는 설시되어 있지만, 외환은행이나 극동건설의 주식 매입과 같

이 구체적인 인수 방법이나 경로에 관하여는 판결에 나타나있지

아니함. 다만, ① LSAK, HAK의 임직원들이 스타리스의 이사로

선임되어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은 점 및 ② 주식 매각방법(극동건

설 주식의 매각방법과 같음)만이 설시되어 있다.313)

표10. 론스타 펀드 거래 과정

312) 극동건설 인수에 관하여 위 다.항의 구조 중 ‘甲’의 역할을 하는 벨기에 법률에 의

하여 설립된 론스타펀드의 지주회사이다.

313) 외환은행의 경우 2003년 10월경부터 2005년 9월경까지 주식을 인수한 후 2007년 6

월 22일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극동건설의 경우 2003년 5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주식을 인수한 후 2007년 8월 21일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스

타리스의 경우 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12월경까지 주식을 인수한 후 2007년 8

월 9일 그 주식을 매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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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세처분의 대상 및 주요 근거

1) 한편, 이 사건의 피고인 과세관청이 과세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위

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외환은행 등의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소

득 및 후에 이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위

두 소득을 합하여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다.314) 피고는 이 사건 소

득에 대하여 론스타펀드의 유한책임사원들인 원고들이 국내에 ‘기본적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 이 사건 소득을 취득한 것이라

는 이유로 과세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① 원고들은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투자 활동만을 하였고, ②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

지는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③ 국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42 판결)

가. 판단의 기준

1) ‘블룸버그 판결’에서 추출한 기준과 동일하다.315) 즉, 국내에 외국법

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

소’를 통하여 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314) 물론, 이 사건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외국의 합자회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관한 논

의는 ‘고정사업장의 성립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

도록 한다.

315) 제4장 제1절 Ⅰ. 2.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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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존재 요건을 추출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앞서 논의한 고정사업

장의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본질적이

고 중요한 사업 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

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고 그 기준을 설시하였다.

2) 원고 역시 1.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고정사업장 성립의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 모두를 다투며 피고의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고정사업장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심법원은 위 기준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였다. 또한 2)에

서 정리할 ‘판단의 근거’가 위 기준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조차도 명

료하지 않다.

나. 판단의 근거 및 내용

1심법원은,

① 론스타펀드의 수익창출과정 중 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

고 ⅱ) 투자 대상을 결정하고 ⅲ)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주식 매각

등) 대한 ‘주요한 결정’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미국에

있는 LSP나 LSGA의 본사에서 이루어진 점,

② ⅰ) 인수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도 론스타 펀드의 수익창출

과정316)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스티븐 리, 유회원, 정헌주가 상당

부분 개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LSP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LSAK,

HAK의 각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 또는 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LSP가 ‘직접’ ‘인수행위’에 개입되었다고 ‘법률상 평가’하기에 어렵고,

ⅱ) 당시 스티븐 리 등이 외환은행의 이사로서 행한 활동이 외환은행

316) 론스타 펀드는 주로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기업구조조정이나 재무구조개선을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높이고 이에 따라 고액의 배당을 받거나 양도차익을 얻는 과정을 통

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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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이나 가치를 극대화하여 결과적으로 론스타 펀드의 이익극대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지워지는 상

법상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의 이익 또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이 론스타 펀드의 이익만을 위할 목적으로 외환은

행의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였다고 인

정되지 않는 이상, 역시 그러한 활동을 론스타 펀드가 ‘직접’ ‘경영’에 개

입했다고 ‘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LSAK, HAK의 설립목적 및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스티븐 리

등이 투자 대상의 ‘인수과정’ 및 ‘경영’에 관여한 활동은 LSP나 LSGA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적·예비적 활동 또는 자산관리 및 그 처

분시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후적·보조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④ 이와 전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317)

다. 결론

317) 항소심에서 피고는 1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들의 물리적인 고정사업장(기본적 고정사

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티븐 리 등이 원

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스티븐

리 등의 활동은 1심의 판단 근거 ②, ③과 같이 론스타 펀드나 LSP와는 법적으로

는 별개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LSAK, HAK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자격에서 행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스티븐 리 등이 론스타 펀드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이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792 판결 참조.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논의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본 논문에

서 다루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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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판결들은 론스타 펀드의 고정사업장은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

다.

Ⅱ. 사례의 분석

1. 개요

본 판결은 기본적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객관적, 주관

적, 기능적 요건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충분하고도 논

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은 다루고 있지 않다.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검토한 기능적

요건에 대해서도 원고가 ‘활동의 성격’ 즉, 스티븐 리 등이 국내에서 행

한 활동을 과연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지에 관하여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활동’임을 별다른 설시 없이 인정하고 오로지 ‘본질적 활

동인지 여부’만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판결은 ‘사업 활동 판단기

준’의 일부만을 검토한 것이 전부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블룸버그 판결’

과 유사한 구조이다. 이는 위‘블룸버그 판결’에서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충분히 설시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블룸버그 판

결’을 통하여 하급심 법원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해석할 때 어떤 요건

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 특히,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관하

여는 - 전혀 아무런 지침을 얻을 수가 없었고, 이 점에서 블룸버그 판결

이 객관적, 주관적 기준에 관하여 충분히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건

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 고정사업장의 전반적인 해석론

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각종 판단기준에 본 사안을 적용시켜 보

면서, 위 하급심 판결의 문제점에 관해서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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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고정사업장’ 요건의 판단 자료

가. LSAK, HAK의 활동

국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대부분 스티븐 리 등이 행한 활동이다. 이

들의 활동은 투자 대상을 모색할 당시 즉, 투자 대상을 인수하기 전의

활동과 인수 후에 외환은행의 이사 등으로 행한 경영개입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활동 모두 이들은 LSAK와 HAK의 대표이사

나 임원자격이나 그 명의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법원은 이들의 행위

를 론스타 펀드(원고들이 론스타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있다.)의 관련

회사인 LSGA, HAL의 각 자회사인 LSAK 및 HAK의 행위 –업무수탁계

약에 따른 - 로 법률상 평가하면서도 론스타 펀드의 국내 활동의 판단 자

료로 삼고 있다.

나. 법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

1)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자회사인 LSAK 및

HAK의 활동을 과연 론스타 펀드의 활동을 대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자회사 고유의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지가 된다.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에서 수행되

어온 스티븐 리 등의 활동은 모두 ‘형식상’으로는 LSAK 및 HAK의 활

동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그들의 활동이 오로지 자회

사 고유의 활동으로만 평가된다면 결국 과세관청에게는 원고들에게 론스

타 펀드의 국내 활동을 명목으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스티븐 리 등의 활동이 론스타 펀드의 사업 활동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자회사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2) 본 판결은 위 쟁점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 법원은 스티븐

리 등이 경영에 개입한 행위를 LSAK, HAK의 대표이사 내지 임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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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수행된 활동들로 보았으며, 외환은행 등 투자 대상 기업을 인수한

후 스티븐 리 등이 그 회사의 이사로서 수행한 활동 역시 론스타 펀드의

활동으로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스티븐 리 등이 외환

은행 등의 인수과정 및 경영에 관여한 활동을 기능적 요건의 판단 자료

로 삼았다.

3)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간에

법원은 LSAK와 HAK의 활동을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각 요건을 판단

하는 자료로 삼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법원이 ‘자회사 고정사업장’이 성

립되었다고 판단하였는 지(물론 이에 대한 근거가 판결문에 나와 있지는

않다.), 아니면 LSAK와 HAK의 활동을 론스타 펀드의 활동으로 가정하

고 판단을 하였는 지는 알 수 없다. 본 논문은 법원이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 고정사업장’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본 논문은 법원이 그 과정에서 “‘기본적 고정사업장 개념을 올바르게 이

해하고 논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라는 주제에 한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따라서 별도로 ’자회사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서는 구

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법원이 판단자료로 삼은 LSAK와 HAK의 활동을 토대로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각 요건을 판단해보도로 한다.318)

3. 객관적 요건

가. 하급심 판결의 판단 부재

1)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판결에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고

318) 한편 이러한 측면은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결국 “핵심활동이 국내에

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내에 설립된 별도의 자회사를 통하여 수행한다면

과연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을 근거로 비거주자인 모회사에게 납세 의무를 지

울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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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업장이 성립할 수도 있다. 앞서 간단하게 살펴본 ‘종속대리인 고정사

업장’이 바로 그것인데 이 사건 2심 판결에서 검토된 것이기도 하다. 그

러나 어디까지나 1심 판결에서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에 따른 기준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기본적 고정사업

장’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한 ‘물리적인 실재’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본 판결과 같이 객관적 요건에 관한 검토를 생략하게 된다면 고정

사업장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그 판단

이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 순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 최소한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고

기능적 요건은 그 후에 이러한 ‘고정된 장소’를 전제로 그 장소에 수행되

어지는 활동을 자료로 삼아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319)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법원이 객관적 요건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은(또는 생략한

점)은 논리적이지 않다.

나. 스티븐 리 등의 활동 장소320)

국내에서 주로 활동한 인원은 스티븐 리, 유회원 등으로 보인다. 그들

은 크게 나누어 두 종류의 장소에서 사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319) 그 근거를 살펴보면, ① 우선 대부분의 ‘활동’이라는 것은 ‘장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판단을 할 때도 이 순서 대로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또한 상대적으

로 ‘객관적 요건’의 판단이 ‘기능적 요건’의 판단보다 용이하다는 점에서 위의 순서

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활동’이 ‘장소’에 비하여 훨씬 다

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기능적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인 납

세자의 활동에 관한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고정된 장소’는

납세자의 활동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비교적 명백한 ‘물리적인 실재’를 갖고 있기 때

문에 그 판단이 용이하다. ③ 한편 ‘고정된 장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므로 이와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라도, ‘기본적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성립되는 고정사업장에는 일정한 ‘고정된 장소’를 명확히 판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320) 본 판결에서는 객관적인 요건에 관한 검토를 아예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한 사실 관계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어진 사실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추정을 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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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는 ‘LSAK와 HAK의 사무실’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은

이 장소에서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근무하면서 인수 대상을 찾고 그 대상

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론스타 펀드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② 다른 하나의 장소는 실제로 투자가 결정되고

난 후 ‘투자 대상 회사의 사무실’ 역시 사업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이

다.321) 즉, 외환은행 등 론스타 펀드가 주식을 매수한 회사에서 스티븐

리, 유회원 등이 해당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후 실제로 그 회사의 경영

에 개입하는 과정에서는 ‘투자 대상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322)

다. ‘사업장소 판단기준’과 ‘위치 판단기준’의 적용

위와 같이 ‘LSAK와 HAK의 사무실’ 및 ‘투자 대상 회사의 사무실’이라

고 ‘사업 장소’를 가정한다면, 위 사업 장소들은 OECD 모델 제5조 제2항

c) “사무실(offic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소가 고정되

어 있다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으므로 ‘사업장소 판단기준’과 ‘위치 판단기

준’은 충족한다.

라. 소결론

본 판결에서는 객관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논리적인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판결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가정해봤을 때

객관적인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1) 물론 이 경우에도 LSAK나 HAK의 대표자 지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

기 때문에 앞의 사무실 역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322) 이러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본 판결에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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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관적 요건323)

가. 이용권한 판단기준

1) LSAK 및 HAK의 사무실

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스티븐 리 등은 ‘이중적 지위’에 있는 자

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스티븐 리 등은 본 판결문에서 설시하고 있는

대로 LSAK, HAK라는 론스타 펀드와는 별개의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임원 등의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자이다. 한편 그들은 론스타 펀드의 무

한책임사원인 LSP를 구성하는 유한책임사원들이기도 하다.

전자는 소위 ‘법적인’ 판단임에 반하여, 후자는 그러한 ‘법 형식’ 뒤에

있는 사실상의 지위이며 이에 따르면 그들 론스타 펀드의 활동을 한 것

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324) 물론 과세처분은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

상의 이해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후자의 지위에서 스티븐 리 등이 위 사무실에서 행한 행동은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재하는 조합(우리 상법에서 말하는 ‘합자

조합’과 유사하다.)의 조합원들이 행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조합

원들인 원고들이 국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

티븐 리 등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이용할 권한’을 갖는

다.325)

323) 객관적 요건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요건 역시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판결

에 설시된 스티븐 리 등과 론스타 펀드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용권한 판단기준’을 사

안에 적용시켜 보도록 한다.

324) 일반적 해석론 상 ‘이용할 권한’을 법적인 권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제3장 제3절 Ⅰ. 1. 참조) 주관적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스티븐 리 등의 활동의

법적인 측면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형식적

으로 LSAK, HAK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론스타 펀드의 구

성원이므로 그 지위에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325) 제3장 제3절 Ⅰ. 2. 가. 참조. 즉, 각종 이익배분에 관한 계약이나 거래 형태에 따른

Skaar의 분류에 비추어 볼 때, 론스타 펀드를 법원과 같이 유한책임조합이라고 판

단하는 이상 그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도 역시 스티븐 리 등이 이용할 권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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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티븐 리 등의 활동을 전자의 지위 즉, LSAK, HAK 등 론스타

펀드와 별개의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활동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용

할 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 ‘이용할 권한’은 법적인 권한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니라 사실상의 권한을 요구한다.

따라서, ① LSAK, HAK가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대표이사인

스티븐 리 등이 론스타 펀드의 구성원으로 양 주체간의 의견은 대부분

동일할 것이라는 점 ② 실제로도 론스타 펀드를 지배하고 있는 존 그레

이켄 등의 지시를 받아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론스타

펀드는 위 사업 장소의 사용에 대하여 론스타 펀드의 동의 없이는 방해

받지 아니할 정도의 권한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외환은행 등 투자 대상 회사의 사무실

가) 외환은행 등 투자 대상 회사의 사무실에 대하여 납세자인 론스타

펀드가 이용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제3장에서 정리한

‘이용권한 판단기준’의 유형 중 다른 사업자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26) 어디까지나 외환은행 등의 투자 대상

회사는 론스타 펀드와는 다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다른 사업자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 하는 경우 단지 이용자가 그 시설에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납세자가 ‘이용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위 사무실 역시 ‘이용권한 판단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론스타 펀드는 ‘사모펀드’라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사모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을 모집하여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관이나 기업의 인수합병, 부실

채권 매입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는 외환은행

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26) 제3장 제3절 Ⅰ. 2.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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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투자 대상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하고 이에 따라 경영권에 개

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실제로 스티븐 리 등은 해당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으로 선입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스티븐 리 등은 단순히 해당 사무실

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도가 아니라 투자 대상의 이사의

지위로서 즉, 해당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가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 또한 스티븐 리는 론스타 펀드의 사실상 구성

원이고 론스타 펀드로부터 일정한 지휘 및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장소는 스티븐 리의 이사 지위를 통한 이용 권한을 매개로

하여 론스타 펀드도 사실상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권한 판단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영속성 판단기준

1) 본 판결은 ‘영속성 판단기준’ 즉, 스티븐 리 등이 ‘고정된 사업장소’

를 어느 기간 정도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전혀 하지 아니하였

다. 하지만 론스타 펀드의 투자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영속성 판단기준’

에 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2) 첫 번째는 본 사안은 ‘동기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327) 론스타 펀드의 투자 형식은 사실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식의

인수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후 그 가치를 올려 다시 매

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가치의 증가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

한 사업의 동기 및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론스타 펀드는 ‘영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소’를 사용할 의사 또는 예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최대의 수익률이 났을 때

언제든지 투자대상기업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27) 제3장 제3절 Ⅱ. 1.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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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실제로 위 장소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지만 ‘영속성 판단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각 장소에 대한 이용기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① 우선 LSAK, HAK의 경우 1999년 2월 10일 설립되었다. 언제까지

이 사무실을 이용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통하여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최소한 인수에 관한 작업이 주로 시작이 된 2002년경 내지 2003년 경 까

지는 위 사무실에서 위 활동들을 한 기간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36

개월 이상을 위 사무실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영속성 판단기준’을 충족한

도고 볼 수 있다.

② ⅰ) 외환은행의 경우 2003년 10월경부터 2005년 9월경까지 주식을

인수한 후 2007년 6월 22일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하였고, ⅱ) 극동건설

의 경우 2003년 5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주식을 인수한 후 2007년

8월 21일 대부분의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ⅲ) 스타리스의 경우 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12월경까지 주식을 인수한 후 2007년 8월 9일 그 주

식을 매각하였다. 일단 회사의 이사로 선임이 된 후부터 해당 사무실에

서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활동한 기

간은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에 개입할 정도의 지배권을 확보

한 시점부터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의 기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추정에서 따르면 투자 대상 기업 모두 그 간격이 18개월은 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3.항에서 판단한 ‘고정된 사업장소’에 대하여 납세자인 원고

들은 – 론스타 펀드의 유한책임사원들 – ‘이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이용한 기간 역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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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적 요건

가. 사업 활동 판단기준

1) 사업 활동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국내에서 사업 활동이 아니라 투자

활동만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

았다. 사안의 경우 원고들의 거주지국인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한미조

세조약에 따를 때 사업’이 조세조약 고유의 개념으로 모든 나라가 공통

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다만 그러한 해석에 이르는 데 여러 나라의 입장

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328) 즉, 한·미 조세조약의 ‘사업’에

해당하는 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투자 활동은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고, 사모펀드 투자회사라는 독립된 사업의 외관으로 이루어졌

다. 또한 단기적인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의 지속성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의 투자를 대한민국 내의 각 기업을 대

상으로 하였다.329)

‘사모투자’ 형식이 아닌 증권에 대한 투자에 관한 독일의 사업여부 판

단 기준을 참조하여 보면, 독일은 이에 관하여 납세자의 원천지국 내의

활동으로 증권의 가치가 증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독

일의 대법원은 전통적 의미의 증권투자330)는 증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합병, 구조조정

등을 통한 증권가치 상승활동은 사업 활동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의

견이 있다.

위 독일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모투자’ 형식은 사업 활동으로

328) 제4장 제1절 Ⅰ. 3. 가. 1) 가) 참조.

329) 제3장 제4절 Ⅰ. 2. 참조.

330) 증권의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형식의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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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즉, 단순히 투자 대상의 가치가 오르기만을 기다리

는 소극적인 모습의 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등의 활

동을 통해 투자 대상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활동을 수반하므로 이러한 활

동을 사업 활동이 아닌 투자 활동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양적인 기준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의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주식 매수 대금만 하더라도 약 2조2

천억원 정도331)로서 거액의 투자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투자 활동의 사업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국내에서의 활동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 ‘핵심적인 활동’인지 여부

가) 불명확한 법원의 판단

이 사안의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검토하고 있는 쟁점이 ‘핵심적 활동’인

지 여부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떠한 근거로 핵심적인 활

동으로 보지 아니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으며, 들고 있는 근거들

이 법원이 제시한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조차

도 불분명하다.

법원은 론스타펀드의 수익창출과정 즉,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

고,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며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

하는 데 대한 주요한 결정이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론스타펀드의 본질적인 사업 활동

은 위의 과정을 거쳐 결국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주요한 결

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국내에서의 이루어진 활동은

단순히 이러한 결정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핵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수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론스타펀드의 수익창출과정

331) 서울고등법원 2013. 2. 8. 2010구합368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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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주요한 부분으로 보면서도, ⅰ) 이러한 활동들을 법적으로 론스타펀

드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가 없고, ⅱ) 스티븐 리 등이 인수과정 및 경영

에 관여한 활동은 LSP나 LSGA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시점을 결

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한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및 근거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우선

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론스타 펀드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부

분이 과연 ‘핵심적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

는지가 불명확하다. 이 주장을 결국 스티븐 리 등의 활동은 LSAK 및

HAK가 그들 고유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위와 같은 기능적

요건을 판단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론스타 펀드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기능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있는데 이 조차도 없다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원은 스티븐 리 등의 활동을 ⅱ)와 같이 판단하여 기능적 요건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어떠한 견해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ⅱ)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인수과정 및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도

론스타펀드의 수익창출과정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전제를 하면서

도 스티븐 리 등이 인수과정 및 경영에 개입하는 활동은 사전적·사후적·

예비적·보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역시 ‘주요한 부분에는

해당하지만 고정사업장의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지, ‘핵심적 활동으로는 볼 수 있지만 스티븐 리 등의

활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사의 중요한 결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거

나, 법적으로 론스타 펀드의 활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티븐 리 등

의 국내에서의 활동은 핵심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지 불명확

하다.

법원은 어찌되었든 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스티븐 리 등의 활동을

‘기능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였으므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제3장

에서 살펴본 ‘국제적 해석론’에 따라 아래에서 판단하여 본다. 그러나 ‘기

능적 요건’ 중 ‘사업 활동 판단기준’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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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납세자의 활동이 있었는 지”의 문제와 그러한 활동들을 “핵심적 활

동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지”이 문제를 혼재하여 검토한 법원의 태도는

아쉽다.

나) Skaar의 기준에 따른 판단

(1) 론스타 펀드의 일반 목적은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이다. 이 사안

에서는 금융기관 등 을 인수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자 이를 다시 매도하여 차익을 수익으로 얻었다.

이 과정에서 스티븐 리 등은 앞서 살펴본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인수과

정 및 경영에 관여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일반 목적

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사모투자 기업에서 투자의 대상을 인

수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직접 해당 기업의 경영에 개입

하는 행위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다른 기업의 일반 목적과 구분 될 수 있

는 특징적인 요소이다.332)

(2) 또한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활동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투자를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에 개입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킨 후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한 것에 기인한다. 개발, 제

조, 판매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활동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 위 방식의 투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 투자 대상을

분석하여 인수하고(개발), 그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여 그 가치를 상

승시킨 후(판매할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제조’를 한다고 볼 수 있

다), 다시 그 기업을 매각하는(판매) 방식의 투자이다. 이러한 방식은 투

자 대상의 가치의 변동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이 ‘소극적’으로 수익을 기

332) 예를 들어 론스타 펀드의 일반 목적과 직접 부합하지 아니하는 활동은 투자 대상

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론스타 펀드의 투자자를 모집, 유치하는 활동

정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들은 ‘투자’라는 일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들으로서 다른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 광고 활동 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만으로는 론스타 펀드의 사업

영역을 특정 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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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법원이 이 사건의 활동을 핵심적 활동으로 보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

는 투자에 관한 주요한 결정들이 모두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의문이 있다.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투자 방

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견해가 타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투자 방

식의 가장 핵심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언제 다시 투자한 것을 회수 할

지 결정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이다333). 예를 들어 어느 투자 기업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

는 경우는 법원의 견해가 타당할 수 있다. 만약 그 기업의 해외사무소에

서 투자 대상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기업의 정보를 본사

에 제공하는 경우, 해외사무소의 활동은 보조적 활동으로 볼 여지가 높

다. 이러한 투자 방식의 경우는 론스타 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을

매도할 시점의 결정만이 해당 회사의 핵심적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결국, 스티븐 리 등이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한 투자대상 기업의 인수

과정 및 경영에 관여한 활동은 론스타 펀드의 투자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론스타 펀드의 가치를 직접 상승시키는 활동으로서 핵심적 활동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미국에서 이루어진 기업의 처분시점의 결정

과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활동 모두 핵심적 활

동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안의 경우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양적 평가를 하

기에 부족하다. 양적 평가를 위해서는 론스타 펀드Ⅳ 전체 투자규모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자료가 있어야지만 론스타 펀드의 투자 활동 중

국내에서 이루어진 투자 활동의 상대적인 규모를 알 수 있다.

333)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일관하면 고정사업장의 ‘객관적 요건’의 ‘적극적 열거’ 중 ‘관

리장소’ -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 – 만이 고정사업장으로 성립 될 여

지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고정사업장의 성립에 관한 ‘국제적 해석론’과 일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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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활동을 보조적 활동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적인 평가를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

던 고정사업장에 관한 국제적 해석론에 의하면 비록 활동의 성질이 보조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핵심적 활동이 될 수 있다. 양

적 평가의 기준을 단순히 론스타펀드 전체의 투자액수에서 본 사안의 사

업활동이 차지하는 액수의 비중을 따지는 것과 같은 문제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Skaar가 이 기준에 관한 사례로 들고 있는

‘LKAB’ 사례에서는 철광석 생산 업체의 사업활동의 양적 평가 시, 전체

생산량 중 해당 사업 장소에서 채굴하는 양 및 전체 고용인 중 해당 사

업 장소에서 근무 중인 인원 등을 자료로 삼았다.334) 생각건대, 투자기업

의 사업활동의 ‘양’을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기준으로는 무엇보다 투자액

수를 들 수 있으므로 투자액수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인 양적 평

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사업 연결 판단기준335)

위의 각 활동이 해당 사업 장소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에는 별 다른 의

문이 없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해당 장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 활

동을 지원한다고 보아 “attraction effect”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

다.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론스타 펀드의 핵심 활동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대한민국의 조세 관할을

벗어나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인 경우에는

“attraction effect”를 인정할 수 없다.336) 결국, 사업 연결 판단기준을 적

334) Luossavara-Kiruna AB, Skaar, 위의 책, 289쪽에서 재인용.

335) 이 사건 판결은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행하여진 활동이 보조적 활동이라 판단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결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사업 연결

판단기준의 주 쟁점이 사업 장소에서 보조적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하고 있

으므로, 앞에서 내린 결론과는 별개로 스티븐 리 등의 활동을 보조적 활동이라 가

정하고 판단하여 본다.



- 116 -

용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의 성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론적으로는 스티븐 리 등의 인수과정 및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개

입하는 행위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기능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Ⅲ. 결론

이 판결 역시 제1절의 판결과 같이 기본적으로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모두 고정사업장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고 ②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이루어

진 활동을 누구의 활동으로 평가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논의를 진행시켰다. 또한 ③ 기능적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ⅰ)

우선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 및 ⅱ) 질적 평가 과정

중 보조적 활동으로 평가된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

고, ④ 론스타 펀드의 특수한 형태의 투자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

하고 핵심적 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제3절 기타 국내 사례들에 관한 분석

1. 개요

가. 기타 국내 사례들의 전반적인 문제점

336) Skaar, 위의 책, 333-3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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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 판단한 법원의 대표적

인 판결들에 관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제1절, 제2절에 이어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행정심판기관이나 과세관청이 판단한

여러 종류의 국내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목적

은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에 관한 국내의 사례들을 가능한 범위에

서 망라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체적으로 검토한 사례들은 고정사업장의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

건 중 일부 요건만을 검토한 것이 대다수이며, 그러한 쟁점을 검토하면

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사안 자체가 상

대적으로 단순하고, 청구인이 제공하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가 다투는 부분이 고정사업장의 성립 요건 중 일부 부분만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위 세 가지 요건을 하나의 ‘틀’로 전제하고

판단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나. 사례의 선정 기준

이하에서는 각종 사례들의 종류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례, 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례, 사전답변, 질의회신으로 나누

어 각 사례들의 사실관계 및 판단, 결론의 당부 및 결론에 대한 의문점

을 간단히 분석해보도록 한다.

검토할 사례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국세법령정

보시스템337)에서 위 사례들을 검색하였으며, 그 기간은 최근 5년간(2011

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으로 설정하고, 검색어는 ‘고정사업

장 해당’338)으로 하였다. 검색어를 이용하여 사례들을 선별한 결과 심판

337) https://txsi.hometax.go.kr

338) 고정사업장의 ‘성립’ 내지 ‘존부’보다 많은 사례들이 선별되었고, ‘해당’을 검색어로

하였을 때 선별된 사례들과 중복이 되어 ‘해당’을 검색어로 선별된 사례들만을 위주

로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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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101건, 심사청구 4건, 사전답변 23건, 질의회신 127건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전부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

논문의 주제는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에 국한되어 있는 바, 위의 검

색어로 선별을 하더라도 기타 다른 주제들만을 다루고 있는 사례들을 걸

러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339) 이에 필자가 위 사례들을 하나하나 개별

적으로 살펴보고 ‘기본적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사례들만을 따로 선별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사례들을 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대한 넓게 해석하여 사례들을 취합하였다. 이 결과 심판청구 1건340),

심사청구 1건, 사전답변 3건, 질의회신 10건을 선별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본다.

2. 사전답변

가.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80(2015. 12. 17.)

1) 사실관계

가) 싱가포르의 A법인은 국내의 甲법인과 제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

고, 甲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의 乙법인과 국내 독점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乙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나) A법인은 구매 및 판매계약 체결, 대금 청구 및 회수,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기타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고용인

을 두고 있지 않음. 甲법인은 A법인만을 위하여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며, 乙법인 역시 A법인만을 위하여 유통

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339) 예를 들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다른 주제

들을 검토하는 경우(소득의 귀속의 문제, 사용료 소득 문제 등)를 위 검색어를 통

하여 걸러낼 수가 없었다.

340) 조심-2014-서-4845(2015. 12. 1.)도 고정사업장 성부에 관한 쟁점을 갖고 있으나, 종

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관한 내용으로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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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乙법인은 甲법인의 물건을 배송하는 유통업무 이외에 제품에 대한

판촉활동도 일부 수행하였다.

2) 판단

A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

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A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

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위 법인을 대신하여 정규

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내국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341)

3) 검토

우선, 본 사전 답변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

하지 않고 기능적 요건 중 핵심적 활동인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간단히

판단하였다. 일정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갖고 있을 것이고(내국법인들의

창고 등),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사업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이다. 또한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사업 활동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대방에 대하여 단순히 인도(배송)을 하는 업무만을 수

행하는 경우 A법인의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甲법인과 乙법인 모두 A법인의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는 업체

가 아니라 원래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체이다. 이러한 업체가 수

행하는 활동을 과연 A법인의 사업 활동을 ‘위하여’ 하는 활동으로 판단

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즉, 甲, 乙 법인은 모두 본인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

341) 과세관청은 본 사안에서 사업 활동을 본질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성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만, 위 사전 답변에서는 말

미에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

니다.”라고 하여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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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규국조2014-161(2014. 6. 13.)

1) 사실관계

가) 일본 법인은 압연 공장의 조업 개선과 관련된 특정 특허와 노하우

의 소유권자로 내국법인과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계약1) 및 압

연공정 조압 기술지원에 대한 계약(계약2)를 체결하였다. 계약1은 내국

법인은 일본 법인으로부터 해당 특허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품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된다는 내용이며, 계약2

는 특허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용역을 따로 체결한 내용

이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은 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노하

우 이전 용역을 제공하였다.

2) 판단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체 위 장소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검토

과세관청은 위 질의에 대한 사전답변을 할 때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바, 관련법령에 제시 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3[외국법인의 기

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342)의 해석에 따라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기본통칙의 내용이 국제적 해

석론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343)

342) ①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도입하는 기술이 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의 사용 그 자체인 때

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입하는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이 아니고 법 제93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기술제공자의 국내사업장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

다.

343) 위의 사전질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은 존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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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앞서 국제적 해석론은 일단 이러한 사용료 수입활동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 부터 판단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

통 단순히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대한 사용료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

다.344) 법인세법의 위 통칙 역시 이러한 해석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계약1의 경우만 체결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지국

에서 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 즉,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안의 계약2와 같이 위 노하우

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법인이 약 1년에 걸쳐 소속인원을 국내기업의

사업장소 등에서 기술지원을 이유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러한 활동이

핵심활동을 구성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

이 든다.

다. 법규국조2013-163(2013. 5. 28.)

1) 사실관계

가) 미국법인 A는 국내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신발, 의류 등의 상품판

매자로 등록한 후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형태로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나) 이를 위하여 내국법인인 갑법인으로부터 대한민국 내의 판매와 관

련된 보조용역(광고,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 상담 등)을 제공 받을 계

획이다.

다) 갑법인은 온라인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인터넷상에서

의류, 패션잡화, 주방용품, 생활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A법인은 갑

였다. 추정컨대, 국내법인의 사업장소(공장 등)에서 해당용역 계약이 수행되었을 것

으로 보이고, 계약에 따라 고객(내국법인)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44) 제3장 제4절 Ⅰ. 2. 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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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하여 국내 종합쇼핑몰을 통해 상품판매를

할 예정이다.

2) 판단

과세관청은 별다른 근거 설시 없이 A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

진다고 판단하였다.

3) 검토

이 사안 역시 과세관청은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

지 않았으며, 기능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역시 별다른 언급 없이 판단하였

다. 다만, 관련법령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

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345)을 적시하고 있는 바, 이 통칙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세관청은 위 기본통칙 제3항에 의하여 국내사업

장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갑법인의 활동 중 ‘반품처리’

활동을 판매한 자산을 유지, 보수하는 애프터서비스 활동으로 파악하고

통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는 의문이

있다.

A법인 사업의 일반적 목적은 판매업이다. 이러한 판매업은 결국 제품

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고 이 기준은 위 통칙

345)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

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

고 타인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

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

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123 -

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사례들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한

편, 앞서 살펴본 ‘블룸버그 판결’에서는 비엘피가 제공한 장치들에 대한

유지, 보수 활동을 보조적 활동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판매한 제

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일괄적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 핵심

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통칙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른 업체 제품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고유의 업무

로 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반품치리 업무가 포함되어 유지, 보수의 성격

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핵심적 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질의회신

가.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1) 개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2011. 10. 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90(2011. 10. 1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2012. 11. 1.)은 국내의 해

당 장소가 모두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로서만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고정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안들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대

동소이 하므로 한 번에 묶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실관계

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2011. 10. 13.)

미국법인 A는 석유화학제품 등 제조, 판매업체로서 직접 국내 고객에

게 제품을 판매하였다. 국내 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영업활동(마케팅, 주

문, 계약체결, 청구 및 대금결제 등)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 되었다.

A법인은 국내 소재 종합물류회사 갑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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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A 법인

C 법인

B 법인

D 법인

부품수입

상품 인도

2차 판매

1차 판매

거래형태
실물거래

위탁가공

국외(일본 국내

운영하는 보세창고인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여 국내고객에 대한 판매

제품의 보관, 통관대행, 배송 업무를 하게 하였다. 갑법인은 A법인 소유

의 제품을 위 물류창고에 적재해 놓았다가 A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고객에게 배송하는 구조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갑법인은 A법인의 물품만 전속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화물 보관, 통관대행,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2011. 10. 13.)346)

그림1. 거래구조도

당 법인은 일본의 A법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한 후 국내의 B법인에게

위탁가공을 맡겼으며, 가공후의 물품을 일본 C법인에게 판매하고, 일본

의 C법인은 국내의 D법인에게 재판매하는 형식을 취한 거래가 이루어졌

다. 그러나 최종 실물 재화의 이동은 당 법인이 직접 국내 D사에게 인도

하였다.

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1(2012. 11. 1.)

국내제조업체 갑은 위탁자인 네덜란드 A법인의 수탁제조업체로서,

LCD 부품, 화학재료를 생산하는 100% 외국투자법인이다. 갑법인은 공급

346) 아래 개요도는 질의 회신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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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문생산으로, 원재료는 갑법인이 대부분 국내에서 취득 하고, 생산된

완성제품을 A법인에게 즉시 소유권 이전(판매)하며 동시에 A는 다른 국

내업체인 을에게 위 물품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하였

다.

제품 생산 완료 즉시 2차 판매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며. 을의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갑법인 창고 또는 을법인의 창고에서 한시적으로 보관 후,

최종 실물 재화의 이동은 을법인의 주문에 따라 갑법인이 최종소비자에

게 인도를 하였다. 결국 위 나)의 사안과 같이 실물이동은 갑 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한 번 발생하는 것이다.

3) 판단

위 사안들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모두 재고를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

을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인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검토

가) 일단 위 질의회신 모두 객관적, 주관적 요건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 해당 사실관계 중 국내의 사업장에서 저장 또는 인도를 목

적으로 보관하는 활동 즉, 보조적 활동만이 이루어졌으므로 고정사업장

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판단들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

① 우선, 가) 사안의 경우 갑법인은 A법인의 물품만을 전속으로 보관

하는 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 화주기업을 상대로 화물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그렇다면 과연 갑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을 A법

인의 사업활동을 위한 활동인지 여부에 의문이 든다. 즉, 갑법인은 자신

의 고유의 업무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예

A법인의 사업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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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본 질의회신의 판단과 동일하겠지만, 논리적인

측면에서 사업 활동 자체가 이루어졌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주관적 요건 즉, A법인이 갑법인의 사업장소를 사용할 권한

이 있는 지 여부도 의문이다.347)

② 또한 다) 사안의 경우, 나) 사안과 달리 국내에서 단순히 보관 및

인도 활동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국내법인인 갑이 제조까지 함께한 사안

이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과세관청의

판단에서는 빠졌지만 네덜란드 A법인의 기업 일반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주어진 사실관계에서는 갑법인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라

는 것이 주어졌으나 A법인에 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만약 A법인이

단순히 제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제조, 보관, 배송을 하는

갑법인의 활동을 보조적 활동으로 본 것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나, 만약 A법인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위 결론과 달

리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348)

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1) 개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2013. 8. 7.), 서면법규과-941(2013. 9. 2.),

서면법규과-1105(2014. 10. 22.)의 사안은 모두 비거주자가 국내에 위치

한 서버를 통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래구조에 대한 판단을 다루

고 있다. 모두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이하에서 함께 검토

347)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3절 Ⅰ. 2. 가. 5) 참조.

348) 한편, 제3장에서 살펴본 ‘German Toll Manufacturing’ 사례(제3장 제3절 Ⅰ. 4. 참

조)가, 이 사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스위스 회사가 독일 회사에 샐러드 드레

싱의 원료를 공급하고 독일 회사가 독일 내 사업장에서 샐러드 드레싱을 생산한

사안인데 독일 연방 대법원은 위 사업 활동을 독일 회사의 고유한 업무로 파악하

여 고정사업장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해당 판례 사안 및 본 질의회신 사안의

자세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제한되나 갑 업체가 A법인의 수탁제조업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독일 대법원의 사례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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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도록 한다.

2) 사실관계

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2013. 8. 7.)

내국법인 갑은 영국에 100% 자회사인 A를 설립하였고, A는 향후 모

법인인 갑의 관계회사인 을이 대한민국 내에 소유한 서버를 통하여 온라

인 와인판매 사업을 할 예정이다. 와인의 판매형태는 온라인으로 구매

주문 및 결재가 이루어지고 그 후 구매자에게 배송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영국 내에 있는 와인전용보세창고인 B에 있는 재고에서 배송될 와

인이 반출된다.

영국법인 A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는 을의 국내서버를 이용

하고 사이트 주소는 A의 주소를 사용할 예정이다. A가 위 서버를 사용

하는 이유는 비용절감 등의 사유이고 굳이 위 서버만을 사용해야할 필요

성은 없다.

나) 서면법규과-941(2013. 9. 2.)

내국법인 갑은 일본 게임개발사 A와 계약을 체결하고, A가 배급하는

게임을 갑의 플랫폼349)에 게재하여 국내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350)

게임서버는 내국법인의 서버를 관리하는 국내 IDC351)에 위치하며, 갑

349)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것으로 응용프로

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르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350) 국내 게임 이용자가 A법인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게임을 실행하면 갑 법인의

웹사이트에서 게임서버로 연결되어 게임을 이용하며, 게임아이템 구입 역시 위 웹

사이트에서 이루어졌다. 갑은 게임아이템 매출액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을 A에게 지급하였다.

351) 기업고객들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아웃소싱 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콘

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곳으로 대규모 인터넷 전산센터를 설립한 뒤, 호텔처럼

기업의 서버를 입점시켜 기업 대신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서버호텔’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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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게임서비스에 필요한 서버, 서버 운용체계 및 네트워크 등 설치 및

유지·운용을 담당하고, 게임 업데이트 및 소스 변경 등 중요한 관리 운

영은 A가 담당하였다.

갑은 A의 게임을 국내게임이용자에게 연결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

게임에 대한 어떠한 독점적인 사용권, 상표권, 저작권을 사용하지 아니하

며, 어떠한 노하우를 제공받거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다) 서면법규과-1105(2014. 10. 22.)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A는 한국에 서버를 둔 국내기업(인터넷 서

비스 공급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불로그에 상품을 소개하고 국내

소비자로부터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상품(그릇)을

구입하여 국제 우편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A는 해당 블로그의

사용에 대해 위 기업에게 별도의 서버 사용료 또는 기타 수수료를 지급

하지는 않았다.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상품 대금은 국내은행 지정 계좌로 수취하고, 인

터넷 뱅킹으로 다시 네덜란드로 송금하게 되고, 이러한 영업은 전자상거

래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3) 판단

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모두 서버가 국내에 존재하는 점

및 이 서버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본질적인 행위가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모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352)

4) 검토

위의 사안들은 모두 객관적 요건과 기능적 요건은 판단하였다고 평가

352) 나) 사안의 경우에 회신문의 내용만으로는 서버가 국내에 위치하는 사실만을 이유

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이나, 뒤에 첨부되어 있는 유사해

석사례는 나머지 사안들과 같으며 모두 ‘본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

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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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서버’가 국내에 존재하는 경우 ‘고정된 사업장소’가 국내

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53) 또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므

로 위 서버를 통하여 본질적인 활동으로서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충분한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이를 기능적 요건도 충족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지 아니한 결과로 다) 사안의

경우 결론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가), 나) 사안과 다) 사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 나) 사안의 경우 서버의 운영자와 비거주자 간에 서버를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거나( 나) 사안) 또는 특수한 관계( 가) 사안,

비거주자의 모회사의 관계회사)에 있다. 그러나 다)사안에서는 서버를 공

급하는 포털사이트 운영기업인 국내기업에 사용료나 기타 수수료를 지급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과연 주관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즉,

비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버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비거주자가 서버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

을 중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주관적 요건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타인이 설치, 운용하는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에는 그 통신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주관적 요건을 충족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54)

마지막으로 ‘사업활동 판단기준’ 중 양적 평가과 관련된 부분은 위 사

례들과 유사한 사안인 조세심판원 심판례(아래 조심-2014-서-4845)를 검

토할 때 함께 검토해보도록 한다.

다. 기타 사안

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2(2012. 3. 22.)

가) 사실관계 및 판단

353) 제3장 제2절 Ⅰ. 3. 및 제4장 제1절 Ⅱ. 1. 가. 1) 이하 참조.

354) 위 백제흠, 750쪽.



- 130 -

A법인은 석유, 가스 탐사 및 채취 목적으로 대한민국 내의 “해저조광

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한국법인과 공동으로 투

자하여 국내 상업개발 가능성이 있는 특정 구역에 시추를 계획하고 있

다. A법인에서는 기획을 담당하고(시추 위치선정, 시추 방법 등 시추지

침 제공) 버진아일랜드 소재 B법인은 A와의 계약에 따라 시추정 건설

및 시추 관련 용역을 제공 하였다(시추정 설치, 표본채취, 시추정 폐기).

용역 제공기간은 시추선 동원 및 철수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 60

일을 초과하지 않을 예정이고 실질적인 작업은 45일 정도가 국내에서 이

루어질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별다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

고 시추작업을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355)

나) 검토

과세관청은 유사예규를 참고하라는 것 이외에 다른 설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국제적 해석론에 따라 이 판단의 근거를 추정해보면,

우선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것을 볼 수 있다.356) 물론 과세관청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자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듯 하지만 시추

장비 자체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관적 요건 중 ‘영속성 기준’이다. 회

신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안에서도 과세 관청은 “당해 사업장소가 국내

에 존재하고 동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그 용역이 단기

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고정성이 없는 경우의 용역제공 장소”는 고정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57) 본 사안의 경우 상대적으로

355) 별 다른 근거 없이 국일46501-628(1994. 11. 10.)을 참조하라고 회신문에 덧붙인 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용

선계약을 체결하고 시추작업을 약 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

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

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동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다는 내용이다.

356) 제3장 제2절 Ⅰ. 1. 나. 이하 참조.

357) 서면2팀-1368, 200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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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단기간 동안 시추작업이 이루어졌으며(60일), 그 밖에 이러한 시추

작업이 일정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예정 사실 조차 존

재하지 않는다.358) 그렇다면 ‘영속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2012. 3. 27.)

가) 사실관계 및 판단

A법인은 OO소재 외국법인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OO정부를

대신하여 OO관 내부공사 및 OO관 운영을 책임지는 회사이다. 2012년 5

월 12일부터 같은 해 8월 12일 까지 OO관을 운영할 계획이고, 이를 위

하여 2011년 11월 경부터 2012년 3월 경까지 OO관 내부공사를 국내 건

설업체에 하청을 줄 예정이다. 위 과정에서 법인의 직원 2, 3명 가량이

공사 감독을 위해 대한민국에 파견될 계획이고 이후 엑스포 기간 종료까

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또한 엑스포 기간 내 전시관에서 기념품 판매

및 OO의 전통 음식을 판매하 예정이며 판매대금의 3~10%는 엑스포조직

위원회에 로열티 형식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별 다른 이유의 설시 없이 엑스포 등에 참가

하는 외국법인이 전시관 내에서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

행위를 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359)

나) 검토

이 사안 역시 고정사업장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한 별다른 설시 없이 고

정사업장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안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만 살펴

보면, 우선, 한 국가 내에서 배타적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358) ‘영속성 기준’은 제3장 제3절 Ⅱ. 1. 가. 이하 참조. 국제적 해석론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활동이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359) 이 사안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개시일 등의 쟁점도 함께 존재하나 본 논문의 주제에

서 벗어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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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속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고정된 사

업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박람회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 행위’로

본 바, 그러한 활동이 A기업의 일반적 목적에 비추어 과연 본질적인 활

동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한 ‘사업활동 기준’ 관련 쟁점들이 있을 것이

다.

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2014. 3. 17.)

가) 사실관계 및 판단

스페인의 A법인은 국내에 지점을 두고 국내에서 외주 제작한 제품을

본사에 보내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 지점은 국내 제좌들과 패턴 및

금형제작 계약을 하여 제작한 제품을 확인하고 수출신고를 통해 본사에

보내고 있고, A법인은 제품을 확인한 후 제품대금을 국내지점에 입금하

고 국내지점은 국내 제조사에 금형제작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

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한

유사사례로 함께 첨부한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

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

인 활동에 국한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

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엄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서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

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

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60)

나) 검토

본 사안에서도 역시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핵심

360) 국일46017-247(199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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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여부만을 판단하였다. A법인이 만약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국제적 해석론에 따를 때 제품의 단순한 구매

활동은 보조적·예비적 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

4)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2015. 9. 21.)

가) 사실관계 및 판단

국제축구연맹은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축

구게임의 향상과 세계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단체이다.

위 연맹은 텔레비전 방송중계권, 마케팅권, 라이센스권, 경기장 대회 관

람권 매출 수입 및 대회 관련 기타 활동들을 통하여 수입을 창출한다.

한국에서 개최하게 될 국제대회와 관련하여 위 연맹의 고용인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10주에서 12주정도 체류하면서 용역을 수행하

였다.

이에 관하여 과세 관청은 위 고용인의 활동이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 활동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위 활동이 대회시설 사전 점검, 조 추첨 행사 참

석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 해당 활동 장소

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나) 검토

과세관청은 우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이 국내에 머문 기간

에 비추어 일단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판단에도 어떠한 사업장소가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야 주관적 요건

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데 그러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찌됐든

고정된 사업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핵심적 활동 여부는 구체

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용역의 종류에 관한 사실관계도 나타나 있

지 않으므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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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핵심적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영리단체인 일반 기업을 판단하는 것

보다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 심사청구(심사법인 2011-0027, 2012. 12. 28.)

가. 사실관계

1) A법인은 ‘정켓’361)을 모집하고 정켓이 국내의 카지노에서 행해지는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그에 기하여 발생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하는 기업이다. A법인이 행하고 있는 정켓 사업은 마카오 등지에서 주

로 행해지는 사업방식으로 A법인과 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다.) 간

의 사전계약에 의하고 고객들을 모집하고 게임을 한 후 양 당사자 간에

수수료 혹은 이익금(고객손실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법

인이 모집한 정켓들이 A법인에 돈을 입급하면 카지노에 파견된 청구법

인의 현장 경리팀에서 고객들에게 정켓칩을 제공하였고, 게임에 참여하

게 하였으며, 매일 현장경리팀이 일일정산하였다. 매달 말일에 위 현장경

리팀과 카지노 간에 정산을 해왔다.

2) 청구법인은 카지노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고 2007년 7

월부터 2011년 4월 경까지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직원들이 사무실에

서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위와 같은 정산 업무 이외에는 정켓들에 대한

항공권 예약 업무, 공항에서 카지노까지의 렌터카 대여 및 안내, 기타 호

텔 및 식당 등의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고, 청구법인이 미리 해당

정켓들로부터 확보해 둔 자금 또는 담보 내에서 정켓들의 요청에 따라

신용대여를 하고 각 정켓별 개인카드에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61) 본래 정킷은 공무원이 공금으로 여행삼아 다니는 시찰이나 해외여행을 뜻하지만 카

지노 업계에서는 고액 베팅자들이 항공료, 숙박료, 식사료 등 경비를 무료로 제공받

고 떠나는 원정도박 여행을 뜻한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정킷방’ 검색 내용 중 일

부 발췌). 본 사안의 정켓은 이러한 정킷방을 이용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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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카지노 이용고객의 모집, 게임지원, 게임비 공동 정산 등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주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위 사무실을 A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고 청구법인이 카지노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는 국내 고정사업장의 성립여부 뿐만이 아니라 국내 사업

장의 수익 귀속 부분에 대한 쟁점 역시 다루어졌으나, 본 논문의 주제로

한정하여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만 검토해본다.

일단 조세심판원은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이 있음을 설시한다든

가 판단을 할 때 해당 요건을 특정을 하여 나누어 판단하지 않았다. 청

구인이 각 요건을 나누어 주장을 하였으나 그러한 요건을 특정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객관적, 기능적 요건에 관한 내용을

판단하였고, 주관적 요건 부분은 판단하였는 지 여부가 애매하다.

조세심판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카지노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

았고362),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하여 위 직원들을 통해 용역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②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 수익창출 활동은 국

외에서 정켓을 모집하고, 정켓이 국내에서 행해지는 게임에 참여함으로

써 그에 기인하여 쟁점수수료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정켓에게 항공, 숙박 등 안내 업무 외에도 현장 경

리팀을 두어 정켓의 자금현황을 기록, 관리하고 카지노 경리팀과 일별,

월별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내의 용역 활동이 쟁점수수료 발생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사무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362) 이 부분이 주관적 요건 부분에 관한 판단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검토’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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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일단 위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내

는 과정에서 고정사업장 성부의 판단을 요건 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판

단을 하였다면 더욱 논리적이고 국제적 해석론에 부합할 수 있었다는 아

쉬움은 있다.

조세심판원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청

구법인은 카지노로부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직원들이 상주하

면서 근무하여 위 직원들을 통해 용역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라

고 하여 다소 애매하게 판단하였다. 이를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

로 나누어 판단하면, ‘카지노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은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단 볼 수 있다.363) 또한 계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위

사무실을 사용하여 주관적 요건 중 ‘영속성 판단기준’ 역시 충족하였다.

또한 명시적으로 결정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A법인에게 위 사무실을

‘사용할 권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무상으로 제공받은

장소이기는 하고, 명시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포

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카지노의 입장에서도 고객유치를 위하여 A법

인이 꼭 필요한 입장이었으므로 A법인과 카지노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사실상’ A법인은 해당 장소를 A법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 할 수 있

다.364)

363) 조세심판원은 용역제공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해당 사무실을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고정된 사업장소’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64) 이와 관련하여 카지노의 OOO팀장과의 문답서에서 카지노가 A법인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위 팀장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이유는

우선 카지노의 사무실 전체가 임대약정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임대가 곤란하고, 마

카오 등 카지노 업계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A법인이 카지노 업

계에서 O위의 지위에 있고, 카지노의 입장에서도 고객을 최대한 유치하여야하는

등 편의제공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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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능적 요건에 관하여 판단해보면, 조세심판원이 간단하게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타당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킷 모집 등 핵심적인 활동은 전부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만, 정킷 모집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들을 통하여 일정한 수

수료 상당의 수익을 얻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A법인의 목적

을 특정해 보면 “① 정킷을 모집하고 ② 그 정킷을 각 카지노의 게임에

참여하게 하여 ③ 그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쟁점 수수료나 신용대여를 통

한 이자 소득 등을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정킷을 모집하는 것만을 주요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현장 경리팀의 활동은 정킷 모집활동을 제외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질적인 활동이라 평

가하기 충분하다.

5. 심판청구{조심-2014-서-4845(2015. 12. 1.)}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A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로 2005년 6월경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A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미국에서 국제

복합운송업 및 소매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

장은 다가구 주택으로 A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1999년 미국 이주

전까지 살던 집이며, 그 이후 위 OOO은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위 사업

장에서 머물고 있으며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2) OOO은 미국브랜드의 의류 및 신발잡화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

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쇼핑몰을 통한 구매대금은 무통장입금 및 신용

카드로 결제되고 있다. 위 인터넷 쇼핑몰의 서버는 국내에 존재하고 있

다.365)

365) 위 서버와 A법인 본사의 서버간의 관계가 사실관계에는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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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법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 및 일본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는 A법인과의 연락업

무와 시장조사업무, 상품반송(반품 제품을 A법인에 전달) 및 환불처리

등 구매대행 업무이다. 구매대행수수료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

라 환율이나 물동량 유가에 따라 지급받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및 일본

의 소비자들이 A법인의 홈페이지366)에 상품구매대행을 의뢰하면서 상품

대금과 수수료를 결제하고, A법인은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미국 현지에

있는 백화점과 상점에서 구매하여 이를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로 국제택

배를 통해 직배송하고 있다.

4) 미국 내 A법인 서버에서 상품을 수집한 후 한국과 일본의 유행경

향에 따라 분류되어 한국서버와 일본서버로 나누어 상품정보가 보내지

고, 한국서버는 상품정보를 수정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중간에 매개를 전

달하는 ‘미러 서버’ 역할을 하였다.

나. 판단

청구법인이 위 사업장에서 수행한 시장정보수집, 반품된 상품의 인도

및 입금내역 확인 등은 A법인의 사업 활동을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로

보이는 점, 국내에 소재한 서버는 미국 본사서버의 상품을 수정하지 않

고 중간 매개역할을 수행한 미러서버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A법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나 판단 부분에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서버를 A법인이 운영하는 서버의 ‘미

러 서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기초하여 추정해보면, 우선 ‘미러 서버’는 원래

의 서버와 동일한 콘텐츠나 접근권한을 가진 서버를 의미한다. 이러한 ‘미러 서버’

를 두는 이유는 사용자의 접속을 분산시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

다. 즉, 어떠한 서버에 사용자가 폭주하여 시스템에 부하가 걸려 성능에 문제가 생

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 컴퓨터에 이와 똑같은 서버 데이터나 파일을 복사

해 놓은 서버를 의미한다(IT 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참조). 그렇다면 국내

에서 청구법인은 A법인의 원활한 상품판매를 위하여 A법인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국내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66) 이 홈페이지의 도메인네임 서버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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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A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검토

일단, 조세심판원의 결론에는 아래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약간의 의문

이 있다. 또한 이 사례 역시 판단의 과정에서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

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래에서 검토해볼 것처럼

어떤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어떤 활동을 기능적 요건 판단의 대상으로 삼

을 것인지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우선 객관적 요건 중 ‘장소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던 사무실과 서버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명확하

게 사실관계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서버의 위치가 위 사무실일 가능

성도 있다. 일단 ‘사무실’과 ‘서버’를 고정된 사업장소라 판단하고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관적 요건을 살펴보면, ‘사무실’은 A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의 소유

로 당연히 A법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버’의 경우에

도 위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105(2014. 10. 22.)’ 사안과는 달리 독자적

인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권한 판단기준’ 역시 충

족할 것으로 보인다.

위 고정된 사업 장소들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사무실의 직원들이 행한 연락업무, 시장조사업무, 상품반송

(반품 제품을 A법인에 전달) 및 환불처리 등 구매대행 업무 및 서버에

서 이루어진 판매활동 부분이 있다. 앞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핵심적 활

동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능적 요건의 판단에 대하여

두 가지 의문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미러 서버’에 관한 판단이다. ‘미러 서버’는 앞서 살펴본 것

과 조세심판원의 설시에 비추어 볼 때 ‘중간매개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마치 ‘블룸버그 판결’에서 가공된 정보를 단지 수신만 하는 수신기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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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과 유사하게 본 것이다. 즉, 미국 내 서버에서 가공된 상품정보를 한국

내 서버에서는 현출만 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

에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

나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즉, 판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버는 해당 쇼핑몰의 서버로서 국내에 존재한다. 이 구조를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의 모습으로 가정해보자. 이 경우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순히 보관하고 있던

재고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핵심적 활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외

국에 있는 본사에서 정해져 있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되

므로 국내 사업장에서는 계약 체결의 조건에 관하여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비자들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판매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사업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 성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국내에 있는 서버에서 어떠한

활동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업 활동 판단 기준’에서 양적 기준을 이용해서는 평가하

지 아니한 부분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A기

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 밀집하여 있다고 가정

해보자. 그렇다면 국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구매대행 업무 및 시장 조

사 업무에 불과하여 성질상 본질적 활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

도, 양적 평가를 하는 경우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질의회신들 중 이 사안과 유사한 사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

다. 즉, 한국 내의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 세계

적인 사업을 하는 데 대한민국의 일부 소비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

에 사업장을 둔 것인지 역시 고려해볼 요소로 볼 수 있다.367)

6. 소결론

367) 물론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활동에서는 실제로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본질적

인 요소임은 당연하지만, 제품의 성질 등에 따라 소위 ‘판매보조’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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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위 사례들에서는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명확히 제

시하고 이를 나누어 판단한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법원의 사례들은 각 요건들에 대하여 충실하게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이 고정사업장 성립

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판단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위 사안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요건들을 다루고 있다. 기능적

요건 중 핵심적, 본질적 활동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을 하였으

며, 명확하지는 않지만 ‘장소 판단기준’이나 ‘영속성 기준’을 판단하고 있

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사용권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그 결과 결론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안들도 볼 수

있었다.

일단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쟁

점들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사례들은 다수 존재함에 반하여 고정

사업장의 성립 여부자체를 다투는 사례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5장 결론

1. 고정사업장 개념의 국제적 해석론과 국내의 해석

및 적용

이 논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고정사업장이라는, 조세조약 해석에서

극도로 중요한 개념에 관하여 실제로는 뚜렷한 정의나 확립된 해석론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국내 실무에서도 별다른 법적 기

준 없이 그저 결론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의 제3장에서는 Skaar의 ‘기본적 고정사

업장 성립 요건’에 관한 해석론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이러한 해석론은

어느 정도 규범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Skaar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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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Skaar의 해석론을 살펴본 목적은

국제적으로 규범력을 갖는 해석이 국내에서도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블룸버그 판결’, ‘론스타 판결’

및 각종 과세관청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Skaar의 해석론과 마찬가지

로 객관적, 주관적, 기능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를 명시하였고,

요건을 나누어 판단한 부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과세

실무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요건들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명시적으

로 위 세 가지 요건들을 나누어 판단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368)

2. 국내 사례들과 국제적 해석론의 구체적인 차이

그러나, 법원의 판결들도 위 요건들을 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국제적 해석론에 부합하는 근거들을 충분히 제

시하지 아니하고, 기능적 요건인 ‘사업 활동 판단기준’, 그 중에서도 ‘핵

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활

동의 ‘질적’인 부분만을 판단하였고, ‘양적’인 부분 즉, 외국기업의 총 사

업 활동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양을 구체적으로는 판단

하지 않았다.369) 판단하였다. 또한 사실상 수행된 활동들의 결합을 통하

여 ‘양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해석론으로는 핵심적인 활

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역시 확인해보았다. 이러한 양적 판단

부분을 하지 않는 경향은 과세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주관적 요건 중 ‘사용권한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가 매우 부족하

368) 이는 ‘블룸버그 판결’에서 고정사업장의 세 가지 요건을 밝히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

이다.

369) ‘블룸버그 판결’에서는 이를 판단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

용이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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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를 검토한 사례가

존재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론스타 펀드’

사건에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주관적 요건을 검토한 부분에서

도 국제적 해석론과 같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구체적인 검

토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과연 외국기업을 ‘위하여’ 수행

되고 있는 지 여부 즉, 국내의 기업 또는 개인이 본인의 고유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별도

의 항목으로 따로 검토해 본다.

3. 자회사를 통한 거래구조에서의 고정사업장의 성부

이 문제는 “핵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내에 설

립된 별도의 자회사를 통하여 수행한다면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을

근거로 비거주자인 모회사에게 납세 의무를 지울 수 있는가”라는 의문으

로 귀결된다.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세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회사

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이러한 활동이 모회사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회사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는 자회사가 자신의 활동에 적절한 대가를 받고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즉, 이전가격의 문제로 해결하면 될 것인데, 우리 판례는 고정사업장의

문제로 해결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자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을 모회사의 활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별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

나 판례는 ‘특별한 사유’의 기준에 관하여 답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고정사업장 요건 판단의 자료를 특정 짓는 것으로 그 판단의 가장 기초

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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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370)

4. 결어

고정사업장 쟁점은 국제 거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고정

사업장에 대한 과세관청 및 법원의 해석은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에 관

하여 ‘법적 안정성’이 있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외국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본적 고정사업장’

에 대한 국제적 해석론이 어느 정도의 ‘틀’이 형성되어 있고 그 ‘틀’은 국

제적 규범력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 과세실무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가 낡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고 특히 “BEPS 프로젝트”의 시대에서는 이에 관한 해석론이 앞으로 바

뀌어갈 가능성이 충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정사업장도 조세조약

이 사용하는 법적 개념인 이상, 이에 관한 최소한의 정의와 해석론을 미

리 정해 놓고 이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국제적 해석론 자체도 불안정하고 각 국가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

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실무가 그러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그 해석이 국제적 규범에 부합한 지 즉, 비거주자인 납세자가 이를 납득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를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를 통

한 거래구조에서의 고정사업장의 성립 문제 등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부족하나마 ‘국제적 규범력’을 갖춘 고정사업장 성립에

관한 해석론을 살펴보고, 국내 과세실무의 해석을 분석해 보았다. 현재

370) OECD 모델 주석서에서는 ‘자회사 고정사업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 부분은 본 논문의 주제인 ‘기본적 고정사업장의 성립여부’를 넘어서는 논의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앞으로 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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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실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고, 이

논문은 이러한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연구가 앞으로의 고정사업장 성립에 관한 해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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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ditions regarding
Permanent Establishment

- Mainly about Opinion of Arvid A. Skaar
and Analysis to Domestic Cases -

Hyun Hawn, Kim

School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u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Permanent Establishment("PE")

referred in the treaty. As PE is a key concept in determining the

method of distribution and taxation with respect to non-residents,

it precipitates a sharp conflict among countries. Thus, Tax

authorities are required to have a consistent and reasonable

judgement as to whether the PE is established. However, there is

very wide room for interpretation on account of concept regarding

PE comprised of "vague concept which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tension". Therefore, research on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rules to be common use of PE is significant. In this

dissertation, we examine Basic Rule of PE establishment

introduced in Skaar's book in 1991 and analyze cases in Korea.

Author verified the extent that interpretation of Skaar is widely

accepted and presuponer that in this dissertation.

  



- 151 -

Skarr introduces basic rule largely divided into the objectivity of

the PE, the subjectivity of the PE, the functionality of the PE,

and suggests a number of individually the criteria for deciding of

whether or not these rule is met. First, regarding objectivity of

the PE, there are “place of business test” requiring for taxpayer

physical presence and “location test” requiring for physical

presence at a specific place. Second, the subjectivity of PE is rule

concerning a connection between the place of business and the

activity, in other words that the activity has to conducted

“through” the place of business. Regarding subjectivity of PE,

there are “right of use test” requiring for the right to use the

place of business and “permanence test” with respect to duration

of the right to use the place of business. Finally, the basic rule

requires the activity performed through the place of business to

be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business activity test”). This

“business activity test” is also presupposed in the “negative list”,

which established that certain auxiliary or preparatory business

activities cannot constitute PE. In other word, the functionality of

the PE requires that core business is performed in business place.

Based on as aforementioned basic rule, we have reviewed various

domestic cases. Although most cases have judged basically in

accordance with Skarr’s basic rule including the objectivity of the

PE, the subjectivity of the PE, the functionality of PE, all tests

isn’t considered and duly weighed, regardless of validity with

respect to conclusion of cases.

………………………………………

keywords : Permanent Establishment,

the Objectivity of Permanent Establishment, the

Subjectivity of Permanent Establishm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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