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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시장과 생산 그리고 사업망의 글로벌화는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경영환경변화를 초
래하였으며,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변수들이 경영의사결정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는 본국과 현지국의 과세당국
과 납세자인 다국적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중요한 전략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경제의 대두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방식의 도입은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모호한 영역을 낳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tax avoidance)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
OECD는 모델조세조약을 통해 국제적인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

는데,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문제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고 하고, 2012년 6월 G20정상회의에서 OECD 회원

국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OECD의 BEPS Project는 다국
적 경영활동을 하는 납세자인 기업의 세원잠식(base erosion; BE)과 다국적사업망을 통한 이
윤이전(profit shifting; PS)에 대해 과세당국으로서 공정한 과세권을 확립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영환경의 변화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OECD BEPS Project는 2012년 6월 G20정상회의에서 추진을 의결하여, 15개의 세부과제
(Action Plan)에 대한 초안(draft)을 작성하고 논의를 거쳐서 2015년 11월 G20정상회의에 최

종안(final draft)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 OECD BEPS Project는 15개 Action 각각에 대한
별도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과세당국의 입장에서의 권고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권고의 강
제성에 대해서는 Action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 국제조세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OECD BEPS Action
Plan이 해외투자를 통한 현지국에의 진입방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조세적인 쟁점

이 발생할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지국 과세당국과의 과세분쟁위험과 불확실성에의 노출을 최
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조세관리과정인 금융단계와 진입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BEPS 프로젝트에서는 고정사업장과 과소자본, 혼
성불일치의 해결, 디지털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넥서스 개념의 도입 등이 국제조세관리의 중
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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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초우스길(S.Tamer Cavusgil)에 따르면 기업의 국제화 과정(internationalization)
은 시장(market)과 생산(production)이라는 두 개의 차원을 지닌다고 함1).
- 시장 차원의 글로벌화: 시장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of market)에 따라 기업의 국제
화 과정은 수출입과 같은 무역에서 출발하여, 해외투자, 그리고 현지화에 따른 다국
적 경영으로 발전하게 됨.
⦁과거 우리기업들의 국제화는 생산활동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완제품의 국가간 이전 또는
거래를 하는 수출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무역은 국내시장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장의 글로벌화 노력으로 시작되었음.

- 생산 차원의 글로벌화: 그러나, 현재의 국제화는 단순한 무역에서 보다 확장되어 해
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해외포트폴리오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FPI)가 수반되는 생산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가 복합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무역의 형태도 과거 완제품 중심의 거래에서 원료나 재공품, 반제품, 부품 등의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전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사업망 차원의 글로벌화 : 기업의 국제화가 보다 진전된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현지2)에 자회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유통망을 구축하고, 현지고객 및 이해
관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여 사업망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of
business network)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같이 시장과 생산 그리고 사업망의 글로벌화는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서 경영환
경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변수들이 경영의사결
정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1) Cavusgil, Tamer, Gary Knight, John Riesenberger(2014), International Business- The New Realities,
Pearson, p.62-68
2) 국제경영에서는 기업의 본사가 있는 본국(home)에 대응한 개념으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해외를 현지(host)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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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3)는 본국과 현지국의 과세당국과 납세자
인 다국적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중요한 전략변수로 부각되고 있음.
⦁과세당국인 본국4)과 현지국5)의 입장에서는 과세관할권(jurisdiction to tax)을 가진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납세자인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를 최대한 회피(tax avoidance)하고 이중과세
(double taxation)위험6)으로부터 납세자권리를 보호받고자 함.

▶ 경영의 글로벌화에 따른 과세당국의 환경변화
- 본국과 현지국의 과세당국은 과세주체의 소득에 대한 과세관할권을 지님.
⦁본국의 과세당국은 본국의 거주자인 과세주체(개인이나 기업)의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
을 가짐.
⦁현지국의 과세당국은 현지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7)에 대한 과세권을 지님.
⦁납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조세정책의 차이가 있어서, 거주자의 적극적 소득(active
income)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는 고율과세를 부과하
는 반면, 비거주자의 적극적 소득에 대해서는 고율과세, 소극적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를 부과하고 있음

- 납세자로서 기업은 경영의 국제화를 통해 시장과 생산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이
는 경영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중과세위험: 시장의 글로벌화는 한 납세자가 다국적 과세당국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키
고 있음(예: 국제운송에 있어서 여러 경유지국을 거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3) 국제조세를 ‘international tax’로 정의하면 이는 법학적인 관점에서 경영활동이 이루어진 사후(ex-post)에 세법
(tax law)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closed fact approach를 의미한다. 반면에, 국제조세를 ‘international taxation’
으로 정의하게 되면, 법학적인 관점에 추가하여 경영전략적인 관점에서 사전(ex-ante)에 경영활동에 대한 조
세전략(taxation strategy)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절차(modus operandi)를 수립하는 open fact approach를 포
함하는 개념임.
4) 주로 outbound FID가 많은 다국적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본국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worldwide income taxation)을 행사하고자, 대체로 거주자(residents) 개념의 적용을 확장하고 구체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함
5) inbound FDI를 유치하는 현지국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원천지국 과세권을 행사하고자, 소득의 원천이 현지
국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함.
6)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망을 통해서 인위적인 조세회피(artificial tax avoidance)가 가능해 지면서
거주자(residents) 개념을 회피하는 법인을 다국적으로 만들면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가 되는 경우
도 발생하기 때문에 BEPS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7) 아이젠버그(Joseph Isenbergh)에 따르면, 원래 현지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the major threshold of taxation)이 되는 개념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인데, “모든 조세
조약에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여겨지는 개념의 고정사업장은 존재하지 않고, 조세조약마다 고정사업장의 요
건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고 함.Isenbergh, Joseph (2005), International Taxation, Foundation Press,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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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배분(apportionment)8) 문제).
⦁증분기준 부가가치 산정의 어려움: 생산의 글로벌화는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등장을 가져옴. 글로벌가치사슬의 형성은 국제적인 생산의 탈묶음화(international
unbundling of production)9)를 낳아 생산요소가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동하고 글로벌소싱
(global sourcing)이 보편화되었음.
⦁과세당국간 경합위험 증대: 이러한 시장과 생산의 글로벌화는 본국과 현지국의 과세당국으
로 하여금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안분하여 대응시키거나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음.

▶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등장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
- OECD 보고서(2015)에서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된 경제10)”로 정의함.
⦁협업생산방식 : 디지털 경제는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개인적인 관계를 연결시킴으로서 협업
에 의한 생산(collaborative production)을 가능케 했음.
⦁공유경제의 등장 : 정보통신(ICT) 기술은 전자상거래나 앱스토어, 클라우드 컴퓨팅11)과 같
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등장시킴으로서 재화의 거래나 자산의 보유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

- O2O(On-line to Off-line) 거래의 등장도 디지털 경제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로 국제
조세환경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이 본격적인 국제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는,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나 용역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으면, 그 시장에서 계약
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발생하였음.
8) 국제조세용어로 할당(allocation)과 배분(apportionment)은 구분되는 개념임.
① 할당(allocation): A에 과세되었던 것을 B로 바꾸는 것(A→B)
② 배분(apportionment): 과세대상소득 A를 A1,A2, A3, … 로 쪼개는 것(A→A1,A2, A3, … )
9) WTO(2014), World Trade Report 2014, p.80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기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이나 범
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한 원가우위를 확보하고자 수직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 수평적 계
열화(horizontal integration), 심지어 완전계열화(full integration)를 통한 생산공정의 집적화(bundling of
production process)가 국제경영이 일반적인 생산전략으로 채택되었음.
10) OECD(2015),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p.20
11) 국제경영에 있어서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clod computing) 사업으로는 Software as a service(SaaS)와
Infrastructure as a service(IaaS)를 들 수 있음. 과세(levying tax)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하여야 하
고, 소득이 언제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래(transaction 또는 trades)’라는 개념을 전
통적으로 국제조세에서 적용하여 왔음.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거래
(trade)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또는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때 인터넷을 통해 호스트에 접속하
여 일정기간 사용(access)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발생했는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http://searchcloudcomputing.techtarget.com/definition/Software-as-a-Service)

8

OECD BEPS Action Plan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그러나, 디지털경제의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글로벌 소비
자와 접촉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제품이 소비자에게 인도(delivery)가 이루어지는 장소12)와는 분리될 가능성이 높음.

- 호스트에 접속하여, 일정기간동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아이
튠즈를 통한 디지털 음원을 다운받는 것 등은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서 모호한 영역13)이 존재하게 되고, 국가간의 과세권의 충돌과 경합이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와 국제경영활동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방식의 도입은 과세당
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모호한 영역을 낳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거래를
통한 인위적인 조세회피(artificial tax avoidance)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음.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문제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고 하고, 2012년 6월 G20정상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OECD의 BEPS Project는 다국적 경영활동을 하는 납세자인 기업의 세원잠식(base erosion;
BE)과 다국적사업망을 통한 이윤이전(profit shifting; PS)에 대해 과세당국으로서 공정한
과세권을 확립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2. OECD BEPS Action Plan에 대한 논의
▶ 다국적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은 크게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금융의 형태로 나타남.
- 국제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시키는 활동을 모드(mode)14)라고 하는데, 무역
(trade mode), 해외투자(investment mode) 그리고 금융(finance mode)으로 나타남.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라는 의미를 지닌 BEPS는 납세자인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투자를 하는 대상지역(location)15)과 진입방식(entry type) 그
12) 배송이 이루어지는 물류창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델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PE)이 아니기 때문에, 원
천지국 과세를 할 수 없음.
13) 소득은 실현되었을 때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고, 전통적으로 소득의 실현은 판매(sales)를 통한 결제수단의
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판단되었음.
14) 국제경영 용어로서 ‘모드(mode)’라는 말은 ‘modus operandi’라는 뜻으로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는 ‘실행절차’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15) 대니얼즈(John D. Daniels)는 국제경영에 있어서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입지 내지 지역선택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입지결정과정을 체계화 시켰음. 대니얼즈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을 할 때는 반드시 철수결정(divestment decision)에 대한 전략을 함께 고려하라는 것임. Daniels,
John D., Lee H. Radebaugh and Daniels P. Sullivan(2013),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s and
Operations, Pearson, p.48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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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자본투자를 위한 현지국 정부와의 투자협상(negotiation)에 대한 전략설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님.

-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UNDP)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를 정책 어젠다로 정하고 2030년까지 169개의 실행목표를
설정16)함.
⦁자본을 유치해야하는 현지국17)의 입장에서는 투자협상에서 유리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다국
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나 특별법 등을 통한 투자인센티브를 제시하게 되고 이는 과세
당국의 정당한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지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형태18)로
나타날 수 있음.
⦁SDG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속된 투자
(sustained investment)19)”를 위해 OECD BEPS Project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하고 있음.

- SDG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의 사적투자(private investment)뿐만 아니라 정부대 정부간
의 공적투자(public investment)도 지속된 투자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해외투자
(cross-border investment)와 국제조세정책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함20).
⦁국제투자자에게 조세는 입지매력도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음.
⦁조세제도와 조세감면 기타 조세인센티브는 투자자들과 투자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도구가 되었음.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경제활동과 현지국 경제의 세원증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직간접적인 재정기여를 하여야 함.
⦁국제적인 투자자들과 다국적기업은 국제경영의 본질적인 특성상 과세관할간의 조세차익거
래(tax arbitrage)와 조세회피(tax avoidance)의 기회를 갖고 있음

▶ OECD BEPS Project21)는 2012년 6월 G20정상회의에서 추진을 의결하여, 15
개의 세부과제(Action Plan)에 대한 초안(draft)을 작성하고 논의를 거쳐서 2015년
16)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sdgoverview/post-2015-development-agenda.html
17) 특히 자본수입이 절박한 후진국(less developed countries; LDC)이나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18)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으로 정의하고, 국제적인 투기자본이 세
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면서 각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자 OECD를 중심으로 후진국의 투자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규범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음. OECD(1998),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OECD
19) United Nations(2015),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p.176
20) United Nations(2015),ibid., p.176
21) 해외투자를 해외직접투자(FDI)와 해외포트폴리오투자(FPI)로 구분할 수 있는데, OECD에서 1998년부터 10
여 년간에 걸친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은 해외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한 규범과 과세권을 정
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의 BEPS Action Plan의 논의는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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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G20정상회의에 최종안(final draft)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음.
- OECD BEPS Project는 15개 Action 각각에 대한 별도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의 권고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권고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Action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표 1>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Plan
Action

주요 이슈

Action 1

디지털경제의 조세문제(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2

혼성불일치 효과의 해소문제(Neutralise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tion 3

특정외국법인(CFC)세제의 강화(Strengthen CFC rules)

Action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을 통한 세원잠식제한(Limit base erosion via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Action 5

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효과적인 유해조세제도 대응(Counter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Action 6

조세조약 남용의 방지(Prevent treaty abuse)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인 회피방지(Prevent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

Action 8~10

정상적인 가치산출을 통한 이전가격의 입증(Assure that transfer pricing outcomes
are in line with value creation)

Action 11

BEPS관련 자료수집과 방법론(Establish methodologies to collect and analyse
data on BEPS and the actions to address it)

Action 12

적극적조세전략에 대한 납세자 보고의무(Require taxpayers to disclose their
aggressive tax planning arrangements)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Re-examin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도입(Mak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Action 15

다자간 협약의 개발(Develop a multilateral instrument)

* source: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를 번역정리함.

- Action Plan에 따른 조치사항은 각국의 현재 국내법이나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개정에
반영됨으로써 이행될 예정이며 조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력은 “강한 이행의무가 부
여된 최소기준22), 강한 이행의무가 권고된 공통접근, 선택적 도입이 가능한 모범관항,
22)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peer review를 통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
겠다는 의미로써,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압력수단이 될 수 있음. 이는 OECD BEPS Action Plan 14에서 제

Ⅰ. 서론

11

권고안, 지침으로 구성됨”23).

<표 2>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이행의무수준에 따른 구분24)
이행의무수준

강함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기존지침의 개정

중간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약함

권고
(best practices)

권고내용(Action Plan)

-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Action 5)
조세조약혜택의 제한(Action 6): Principal Purpose Test(PPT)
국가별보고서 제출(Action 13)
분쟁해결장치의 개선(Action 14) :조약의 상호 합의 조정개정
모델조약과 고정사업장 개념(Action 7)
이전가격과세지침(Action 8~10)
혼성불일치의 해소(Action 2)
이자비용의 공제제한(Action 4)
CFC 규정(Action 3)
조세조약혜택의 제한(Action 6): Limitation of Benefit(LOB)
보고의무의 규정(Action 12)
분쟁해결장치의 개선(Action 14): 강제중재

▶ OECD BEPS 프로젝트에 의한 Action Plan의 도입은 국제경영환경에 있어서 중
요한 변화이며, 특히 다국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향후 조세위험 및 법률위
험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 하지만, 대부분의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는 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영의사결정에 접목시켜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논리가 전개되고 있어서, 과세관할과 과세권을 강화하는
데만 부각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대한 확
실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라는 측면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아서, 경영의 관점에서 OECD BEPS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납세자인 기업
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본 연구는 OECD BEPS Action Plan 전체를 경영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에는 범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제조세관리를 위한 경영전략 수립의 과정에 따라 2개의 연구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임.

시하는 상호합의 절차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연구”, 세법연구 15-07, 세법연구센터, p.36
24) 안종석((2016), “BEPS 프로젝트의 이해”, 월간재정포럼 5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24 표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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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다국적 기업의 OECD BEPS Action Plan에 대한 이해
1) 다국적기업의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
▶ 2015년 말 G20정상회의에 OECD BEPS 프로젝트25)의 최종안이 제출된 이후로,
각국은 BEPS Action Plan의 이행기준에 맞추어 국제조세관련 입법과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음.
- 2016년 6월 30일 현재, 60개국에서 Action Plan 13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별보고 최소
기준(country by country reporting minimum standards)을 이행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최근에 제정된 ‘the EU 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에 따라서 국별 보고 최소기준을 이행하게 됨.

▶ 과세당국은 국가간 정보교류협정 등을 통해 OECD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오고 있음.
-2016년 1월 OECD가 국별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다자간 당국합의를 제안한 이후로
현재 44개 국가에서 OECD의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for the
Automatic Exchange of CbC26) Reporting Information”에 서명한 상황임.

▶ 납세자인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BEPS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순응비용(compliance cost)의 증가는 물론이고, 여
러 형태의 추가적인 감사위험(audit exposure)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증
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더구나, 국가별로 BEPS Action Plan에 대한 접근법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BEPS
25) OECD는 조세에 대한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ssociation(CFA)’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6월30일 기준으로 82개 국가에서 BEPS의
Inclusive Framework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BMR Advisors(2016), “Scaling BEPS,” Taxsutra,
June/July Issue (Issue-9), p.I-1-2
26) CbC: Country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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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를 위해 치르는 시간과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최근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는 207개의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
로 하여 OECD BEPS Action Plan에 대한 준비도를 묻는 조사27)를 시행하였음.

<그림 1> 다국적기업의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상태

3%
7%
22%

66%

⦁<그림 1>에서 보듯이, 다국적기업의 66%는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3%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기업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으며, 22%는 각국에서 BEPS 프로젝트를 어떻
게 실행할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응답함.
⦁따라서, 전체 다국적기업의 2/3는 적극적으로 BEPS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준비의 형태는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소요구수준에 맞는 보고서의 작성(reporting
practices)과 BEPS 기준 순응(BEPS compliance)을 위한 전담인력 내지 추가적인 근무시간
의 할당 등의 조직자원을 배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실제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18%만이 그렇다고 대답
하였으며, 34%는 아니라고 대답하였고, 48%는 아직은 인력과 예산이 배분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은 BEPS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는 있으나, 실제 자원배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관망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톰슨
로이터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음.

27) Thomson Reuters(2016), 2016 Global BEPS Readiness Survey Report,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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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PS Action Plan 도입 이후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전망
▶ 톰슨로이터의

최근

조사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이

OECD

BEPS Action Plan 도입 후에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기업의 국제조세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표 3>에서 보듯이, OECD BEPS Action Plan이 각국에서 제도적으로 수용되어
BEPS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과세당국으로서는
영국, 미국, 인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로 유럽국가를 들고 있음.

<표 3> BEPS 도입 이후에 다국적기업이 가장 염려되는 과세당국
순위

과세당국

복수응답가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영국
미국
인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
네델란드
러시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싱가폴
일본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덴마크
이스라엘
스위스

33
31
29
28
23
23
22
19
16
13
13
10
9
7
7
7
6
5
4
4
4
3
2

- <표 4>는 국제조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OECD BEPS
Action Plan에 대한 최종안(final draft)이 제출되기 전인 2015년과 최종안이 G20에 제
출되어 승인을 얻은 2016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Action Plan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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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를 다룬 Action 8~10을 꼽았음.

<표 4> 2015년과 2016년 BEPS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복수응답가능)
순위

1
2

Action Plan

이전가격
(TP documentation & CbC reporting)
이전가격
(risk, re-characterization and special measure)

3
4
5

고정사업장(PE)
이전가격
(intangibles)
이자비용 및 금융비용 공제제도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2015년

2016년

76%

83%

46%

37%

48%

33%

44%

31%

38%

18%

특정외국법인제도(CFC Rule)

21%

10%

혼성거래 불일치(hybrid mismatch)

18%

10%

8

조세조약의 남용(treaty abuse)

20%

7%

9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15%

5%

6

⦁OECD BEPS Action Plan 중에서 2015년에도 이전가격(TP)과 관련된 문서화와 과세당국에
대한 보고가 국제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응답했으나, 2016년에는 그 중요
도가 더욱 높아졌는데 이는 강한 이행의무를 요구하는 최소기준에 Action 13이 포함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됨. 이는 다른 조사에서 BEPS Action Plan이 실행되는 상황
에서 국제조세를 담당하는 부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질 인식으로 사전가격승인제(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라고 답한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음
⦁무형자산의 거래(Action 8)나 재무적으로 위험과 자본구조를 바꾸는 형식(Action 9)은 이전
가격(TP)의 또 다른 형식으로 집중적인 BEPS audit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실무자입장에서
의 우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고정사업장(PE)문제(Action 7)는 원천지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강화하게 되는 결과
를 가져옴. 이러한,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고정사업장의 존재에 대한 판단은 다국적 경영에
있어서, 해외투자의 입지와 진출입형태 및 현지에서의 영업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자의
사결정 변수로서,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별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법제화
되는지 향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임.
⦁이자비용공제 및 금융비용에 대한 문제(Action 4)나 혼성불일치(Action 2)의 문제는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국적 경영을 위한 자본조달과 현지국 진입단계에서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와 형태차익거래(form arbitrage)를 구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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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ibility study)의 중요한 변수가 됨. 이에 대한 중요도가 2016년에 전보다 낮아진 것은
국별 제도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글로벌 상황에서 표준화된 이행기준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뿐더러, 금융거래의 복잡성과 변형생성이 용이한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됨. 이행기준을
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보통수준의 공통적 접근(common approach)을 제시한 것도 동일한
이유로 판단됨.

- <표 5>는 BEPS 환경변화가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

<표 5> BEPS 환경변화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변화가 예상되는 것(복수응답가능)
순위

경영활동의 변화가 예상되는 것

복수 응답율

글로벌 가치사슬과 핵심 수익원에 대한 재검토
(review of value chain and key profit drivers)
이전가격 전략에 대한 실행상의 변화
(implement change to transfer pricing policy)
기업간 계약에 대한 실행상의 변화
(implement change to intercompany agreements)
전통적 사업구조에 대한 재검토
(conduct a review of historical business structure)

1
2
3
4

56%
51%
49%
39%

5

특정 과세관할에서의 고용 및 인력 재배치

28%

6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이전

24%

7

사업과 조직 재구축(restructuring)

19%

⦁글로벌가치사슬(GVC)은 Action 7에서 고정사업장(PE) 개념이 재정립되면서 전통적인 모델
조세조약에서 정의된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예비적 보조적 성격’의 장소28)
인 제품이나 상품의 보관시설도 조세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조세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전통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이번의
OECD

BEPS

프로젝트에서는

Action

1329)에서

이전가격문서화(transfer

pricing

28) OECD BEPS Action Plan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현지국 과세당
국은 원천지국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게 됨. 지금까지 제품의 보관이나 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의
부품이나 부분품들을 쌓아둔 곳은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모델 조세조약의 내용이었
음.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통해 생산공정이 글로벌화 되었으므로, 생산을 위해 준비중인 부품창고 등을
현지국에 확보해 놓은 것들에 대해 조세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으므로 국가별 BEPS 이행과정을 파악한 후
재조정이 필요함.
29) “OECD BEPS Action 13의 최종안은 기존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 Lines)의 제
5장 이전가격 문서화를 일괄 대체하는 문서임”, 세법연구센터(2015),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세법연구 15-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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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에 대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하고, BEPS 참가국에 대한 최소이행기준을 제
출하도록 함으로써 강한 수준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기업간 계약(intercompany agreement)은 다국적기업들의 계약쪼개기(splitting-up contracts)
등을 통해 1년 미만의 여러 개의 계약으로 나눔으로써 인위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실무적인
현상을 Action 7에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들을 각국이 구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 원인으로 보임.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던 전통적인 사업구조를 변경하거나 인력과 고용의 재배치를 고민하는
것은 고정사업장(PE) 개념의 확장으로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국과세권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지며, 특히 조세조약 등을 통해서 국가간 소득세 과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재구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이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벅스 과세30)나 구글세31)에서
보듯이,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로얄티 소득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과 밀접
하게 연결되어 있음.

- 이러한 BEPS Action Plan에서 드러난 국제조세의 문제들은 특정한 거래를 가지고 판
단할 수 없으며, 다국적기업의 전체적인 사업구조와 거래흐름을 이해하여야 파악할수
있는 부분임.
⦁개별적인 거래나 부문에서의 경영관리를 하는 시각을 기능론적 접근(functional approach)이
라고 한다면, 국제조세는 특정기업의 개별거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통합적 접근
(integrated approach)또는 전체 사업구조의 흐름하에서 인식하여야 하는 전사적 접근
(enterprise approach)을 해야 하는 특성을 지님.
⦁OECD BEPS Action Plan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도 개별 사례나 거래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통합적 접근 또는 전사적 접근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됨.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구조의 결정이나 국제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세문제를 경영활동이 이루어진 후, 현지국의 법적환경이나 조세제도에 맞추어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납세순응(tax compliance)에 중점을 두고 국제조세관리가 이루어져 왔음.
⦁향후, OECD BEPS 프로젝트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국제조세관리에 대해 보다 전략적이고,
사전적인 관점에서의 국제조세관리가 요구되며, 보다 나아가 국제조세관련 분쟁을 사전에
인지하고, 글로벌 사업구조(global business network)를 구성하는 시점부터 조세위험을 최소
화시킬 수 있는 조세친화적인 조치(tax favorable treatments)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
가 있음.
30) Kleinbard, Edward D.(2013), “Through a Latte Darkly: Starbucks’s Stateless Income Planning”, Tax Note,
June 24th
31) House of Commons Committee of Public Accountants (2013), “Tax Avoidance-Google, ”Ninth Report of
Session 2013~2014, HC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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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국 과세당국과의 조세분쟁 또는 법원을 통한 법적다툼은 단지 조세적으로 과세
당국과 납세자 중 누가 옳으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시장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
⦁다국적기업이 해외직접투자(FDI)등을 통해서 현지에 진출할 때는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지국 정부나 사회로부터 우호적인 사업관계로 시작하
게 됨.
⦁그러나, 현지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단지 다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이라는 이유
로 현지국 기업에 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추가
적인 비용이 현지국에서의 생존가능성을 낮추게 되는데 이를 외국화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 또는 cost of foreignness)32)이라고 함.
⦁이러한 외국화비용을 구성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현지국의 사회-문화적 이질성과 제도의
차이에 대한 적절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또는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됨으로써, 사회적인 충돌을 야기하게 되고, 다국적기업의 경영전반
에 있어서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OECD BEPS 프로젝트는 현지국 과세당국의 원천지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국화비용의 존재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
⦁국제조세관리는 단지, 조세적인 행정집행 및 절차와 구제과정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
전반에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법률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한 상태에서 전략적인
접근과 동시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현지국의 국가주권침해
(threat to national sovereignty)로 인식될 수 있음.
⦁현지국의 과세권이 강화되는 추세를 지니는 OECD BEPS 환경하에서는 현지국 과세당국과
의 조세분쟁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산
요소(factor of production)로서 인력, 자본, 생산능력 등과 함께 조세자원을 사전적인 관리대
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요구됨.

2. 다국적 경영전략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Action Plan
1) 국제조세관리의 단계설계
▶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전략의 유형에 따른 국제조세관리의 영역
- 바틀렛과 고잘(Bartlet & Ghosal)33)은 국제경영의 통합화와 현지순응의 정도에 따라
32) Daniels, John D.,ibid, p.499-500
33) Bartlet, Christopher and Sumantra Ghosal (1989), Managing across Borders: The Transnation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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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전략의 유형을 국제화 전략(international strategy), 다국적 현지화 전략
(multi-domestic

strategy),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

그리고 초국적 전략

(trasnational strategy)의 4가지로 구분함. 그리고, 기업의 국제화 과정이 반드시 보편
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제화 전략으로 시작하여, 다국적
현지화 전략, 글로벌 전략, 그리고 초국적 전략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략의 형태가 바
뀌고, 이에 따라서 전략적 수정과 중점 관리대상이 되는 변수가 달라진다고 함.

<그림 2> 바틀렛-고잘의 I-R Matrix
글로벌 통합화
(global integration)
높은수준

글로벌 전략
(global strategy)

초국가 전략
(transnational strategy)

국제화 전략
(international strategy)

다국적 현지화 전략
(multi-domestic strategy)

낮은수준
낮은수준

높은수준

현지 적응
(local responsiveness)

⦁국제화 전략(international strategy)은 초기수준의 국제화 과정에서, 국내경영과 동일한 방식
으로 경영활동을 하면서, 단지 시장영역을 국경선을 넘어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수출입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의 형태로 국제경영활동이 나타남. 초기 국제화단계에서 구사하는 국
제화 전략의 경우에는 현지에의 적응이나, 글로벌시장에서의 통합화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단지 시장기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해외 바이어를 확보하고, 통관절차와 관세 등 국경선을
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함.
⦁국제무역을 통한 초기의 국제경영활동에서 성공하는 경우, 사업의 비중을 국내에서 해외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국적 현지화 전략(multi-domestic strategy)을 취하거나, 글로벌 전략
(global strategy)을 선택하게 됨.
* 다국적 현지화 전략(multi-domestic strategy)의 경우에는 현지시장에 프랜차이즈나 로얄티
계약 등을 통해 현지 사업파트너와 동업을 하는 형태로 계약형 진입전략(contract type entr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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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34)로 불리기도 함.
*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의 경우에는 현지에 생산시설이나 유통-분배망을 구축하고, 해외직접
투자를 통해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M&A를 통해 현지 사업실체를 보유하는 법적실체형 진입전략(legal
entity type entry strategy)으로 불림.
*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규모가 적고, 현지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현지파트너와 동업을 하는 다국적 현지화 전략을 먼저 택하고 글로벌 전략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음.
⦁국제화 전략을 구사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관세나 현지국 시장에서의 소비세 등이 문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현지국 과세당국과 소득세원을 중심으로 한 조세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전략이나 다국적 현지화 전략 등을 구사하여 현지시장
에 진입하면서 부터임. 더 나아가, 글로벌 환경에서 여러국가에 사업망을 구축하게 되는
초국가전략(transactional strategy)을 구사하는 경우, 현지국 과세당국의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을 통해 다국적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현지국 과세
당국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3> I-R Matrix와 국제조세관리의 영역
글로벌 통합화
(global integration)
높은수준

다국적 사업체계구축
(Global Business Network)

해외투자
국제조세관리가 전략적으
로
(FDI)
글로벌
전
략
고려되는 영역
(global strategy)

무역
(Trades)

국제화 전략
(international strategy)

초국가 전략
(transnational strategy)

다국적 현지화 전략
(multi-domestic strategy)

낮은수준
낮은수준

높은수준

현지 적응
(local responsiveness)

▶ 국제조세관리의 4단계 과정의 설계
- <그림 3>에서 국제화 과정에 따른 국제경영전략의 4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국제
34) 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 푸드점이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체인망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나 로
열티 계약을 통해 현지파트너와 동업을 하는 형태로 다국적 기업중에는 Johnson & Johnson과 P&G가 대
표적으로 다국적 현지화 전략을 구사함. Daniels, John et al, ibid., p.47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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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국제경영의 주요한 의사결정변수로 고려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본이동이 발
생하는 해외투자의 단계부터임. 따라서, 현지국 진출전략(entry strategy)을 구사하는
단계부터 국제조세관리가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재무관리 차원에서 보면, 투자(investment)는 자본의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으로서 자
본조성에 대한 의사결정인 금융(financing)과 밀접한 관계를 지님. 그리고, 자본의 조
성이 이루어진 후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지국 진출전략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재무적으로는 자본조달 단계인 금융단계(financing stage)와 해외투자
(international investment)단계로 구분하게 됨.

<그림 4> 재무적 차원을 고려한 국제조세관리 단계

금융단계
(Financing Stage)

해외투자단계
(Investment Stage)

자본조달계획
-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 자본 조달 형식
- 리스계약 활용여부
- 자본비용 추정(cost projection)
- 채권발행형식(structured financing)

진입방식결정
- 계약형 진입전략(contract type
entry strategy)
- 법적 실체형 진입전략(legal entity
type entry strategy)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는 크게 금융단계(financing stage)와 해외투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재무관리차원에서 금융단계에서는 자본조달비용과 자본시장분석을
통해 조달가능한 방식의 증권발행 등을 통해 자본비용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자본구조
(optimal capital structure)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면, 진입전략 선택에
따른 진입방식이 기업가치 극대화 관점에서 이루어짐.
⦁국제조세관리의 차원에서는 현지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에서 자본조달
과 투자형식에 대한 검토라는 차원이 재무관리차원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이는, 해외투
자의 입지와 진입방식이 결정되기 전에는 자본투자자인 다국적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기 때문에 현지국 과세당국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협상우위에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일단 해외입지가 결정되고,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는 투자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
of investment) 때문에 즉시 철수하기 어렵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세분쟁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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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철수단계에서는 현지국 과세당국뿐 아니라, 현지시장과 사회로부터
외국화비용이 극대화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고려가 해외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조세관리차원에서 재무관리차원의 의사결정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음.
<그림 5> 국제조세관리를 위한 4단계
다국적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계

금융단계
(Financing Stage)

해외투자단계
(Investment Stage)

현지국 과세당국과의 조세분쟁 위험이 높은 단계

운영단계
(Operating Stage)

철수단계
(Exit Stage)

2) 국제조세관리의 단계에 따른 OECD BEPS Action Plan의 주요 검토사항
▶ 앞에서 제시한, <표 4>와 <표 5>를 참고하여, <그림 5>의 국제조세관리의 단계를
대입시켜 보면, 향후 다국적기업이 국제경영활동을 통해 현지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로서 현지국 또는 본국의 과세당국과 있을 수 있는 조세분쟁의 유형이 무엇
이 될 수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예측가능한 조세분쟁은 가능하면 우호적인 형태의 진출방식(tax favorable
entry type)을 선택함으로서 일차적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 만약 조세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차적으로는 납세자로서 현지국 과세당국과의 조
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국제조세전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극단적으로 법적다툼으로 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로서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들을 해외투자를 통해 진입하는 시점에서 구비해 두는 것이 국제조세관리자의
입장에서의 전략적 방향성일 것임.
⦁진입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때, 국제경영에서는 더닝의 절충이론(Eclectic paradigm)에
따른 ‘OLI 기준(Ownership-Location-Internalization)’35)을 적용함.
35) Dunning, J. H.(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1): 1-31. 영국의 저명한 국제경영학자
인 더닝(John Dunning)이 개발한 절충이론(eclectic theory)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우위
(ownership advantage) - 입지특유우위(location specific advantage) -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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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OECD BEPS 프로젝트환경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며, 재무관리차원과 국제조세관리차원을 동시에 고려한 해외투자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제조세관리의 단계에 따른 OECD BEPS Action Plan의 주요쟁점을 도입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국제조세환경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과세
당국의 입장과 납세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지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먼저 납세자인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 국제조세관리 단계를 정리하고자 함.
<그림 6> 국제조세관리 단계에 따른 OECD BEPS Action Plan의 주요쟁점

Anchor Analysis
: tax treaties/double taxation
→ Treaty shopping v.LOB

Foreign Tax Credit
Limitation
Subsidiary/BO
Shell Company

CFC

자본조달(financing)

진입(Entry)

운영(Operation)

철수(Exit )

최적자본구조
(optimal capital
structure)

3대차익거래전략
(arbitrage)

3대 전환거래전략
(shifting)

3대 철수형태
(divestiture)

리스계약
(lease contract)

금융차익거래
(financial arbitrage)

주머니전환거래
(pocket shifting)

조직형태재구성
(reorganization)

과소자본
(thin capitalization)

조세차익거래
(tax arbitrage)

이익전환거래
(income shifting)

이익깍기
(earnings stripping)

형태차익거래
(form arbitrage)

이윤전환거래
(profit shifting)

Tax Portfolio
: Royalty, Expense,
Income planning

FDI & Tax
Negotiation

회수전략
(distribution)
부분회수 전략
(carve-out strategy)
Transfer Pricing

Aggressive Tax Planning(ATP)
Earnings Management

- 국제조세관리 단계는 크게 현지국에 사업실체(business entity)를 가동하기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음.
⦁다국적기업이 특정 현지국에 진출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외투자를 위한 자본
조달과 이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지국에 사업실체가 가동하기 전의 단계로서
우위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의 구사가 바람직하
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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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망을 구축하는 단계(Building Global Business Network)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조달을
하는 금융단계(financing stage)와 진입단계(entry stage)가 여기에 해당한다.
* 금융단계(financing stage)에서 재무관리차원에서는 최적자본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며, 국제조세관리차원에서는 자본구조 결정에 따른 자본비용을 추정(cost projection)
하여, 금융비용의 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대한 파악과 리스계약(lease contract)이나 대리인계약
(consignment contract)의 활용가능성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금융비용 등으로 상쇄시키기 위한
이익깍기(earning stripping)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임.
* 투자단계에서는 진입방식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지국에 사업실체를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세우기 전에 현지파트너와의 동업을 하기 위한 프랜차이즈나 로얄티
계약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동업(partnership)이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일시적인 대안36)일 뿐,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사업실체를 현지국에 수립하는 진입전략
을 택하게 됨. 해외투자를 할 때, 재무관리 차원에서는 차익거래 포트폴리오(arbitrage portfolio)
구성을 통해서 추가적인 위험이나 비용부담없이 양(+)의 이윤을 얻고자 하며, 국제조세관리차원에서
는 법적 제도적인 차이를 활용하여, 조세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와
사업실체의 법적형태가 본국과 현지국간에 다르게 적용되는 형태차익거래(form arbitrage) 전략을
구사하게 됨.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사업실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실체를 현지국에 신설하는 방
식37) 과 현지국의 기존의 사업실체를 취득하는 방식38)이 있지만, 국제조세관리차원에서는
M&A에 의한 현지국의 사업실체를 취득하는 방식이 보다 선혹되고 있음. 사업실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립하게 되면, 운영단계와 철수단계에 대한 관리계획(Managing Global Business
Network)을 수립해야 함.
* 운영단계(operating stage)에서는 3대 전환거래가 대표적인 국제조세관리 방안인데, 사업계약의
주체를 바꾸는 주머니전환(pocket shifting)39), 대상 소득의 형태를 바꾸는 소득전환(income
shifting)40) 그리고 이윤을 다국적 사업망에 이전시키는 이윤전환(profit shifting)41)이 있음.

36) 동업이나 전략적제휴의 성과가 미진하여,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파트너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
을 것임. 하지만, 동업이나 전략적 제휴가 성공이 되는 경우에는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37) Greenfield FDI라고 함.
38) Cross-border M&A 또는 Brownfield FDI라고 함.
39) 연예인의 연예기획사나 프로스포츠 선수의 계약을 대행하는 매니지먼트사를 국제조세용어로는 Star company
라고 하는데, 계약의 주체를 연예인 개인으로 하지 않고, 소속된 회사로 함으로써 귀속소득을 연예인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전환시키는 기법임. 대부분의 모델조세조약에서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의 원천을 제공한 용역수
행지국 과세원칙인데, 법인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업소득이 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조
약을 활용하여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Star Company를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
40)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대신에 펀드와 같은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를 거쳐서 투자회사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권발행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회사는 이자소득을 받으나, 투자자에게 투자회사
는 배당소득을 줄 수 있게 됨.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바꾸는 방법도 국제조세관리에
서 활용되는 소득전환(income shifting) 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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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단계(exit stage)에서는 현지국 과세당국과의 조세분쟁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본조달을
하는 금융단계(financing stage)부터 전략적인 고려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철수의 방식으로는
조금씩 지분을 매각하거나 상장 또는 탈상장하는 carve-out방식이 있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체를
분할매각하는 방식, 기존의 사업설비를 담보로 과대대출을 통해 자산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loan-out 등이 고려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4단계를 대상으로 OECD BEPS Action Plan의 쟁점들을 논의하는
데는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현지국에 사업실체를 구축하여 가동하기 직전까
지의 금융단계와 진입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BEPS Action Plan을 대입하여 설명하고자 함.

<그림 7> 금융 및 진입단계에서 OECD BEPS Action Plan의 주요쟁점
Anchor Analysis
: tax treaties/double taxation
→ Treaty shopping v.LOB

CFC Action 3

CIV / PFIC
금융단계(financing)

진입단계(Entry)
Jurisdiction To Tax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Action 1

리스계약
(lease contract)
과소자본
(thin capitalization)
Action 4

3대차익거래전략
(arbitrage)

고정사업장 (PE/Agency),
strategic alliance
Action 7

금융차익거래
(financial arbitrage)
혼성불일치

조세차익거래
(tax arbitrage)

이익깍기
(earnings stripping)

형태차익거래
(form arbitrage)

Tax Portfolio
: Royalty, Expense,
Income planning

FDI & Tax
Negotiation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 및 진입단계에서는 Action Plan 1, 2, 3, 4, 그리고 7
이 주요쟁점임.
⦁국제조세관리에서의 전통적인 쟁점이 되었던 과소자본(action 4)과 고정사업장(Action 7)에
Action Plan 1, 2, 3가 추가된 형태로, 국제경영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3) 해외투자단계에서의 OECD BEPS Action Plan의 주요 검토사항
▶ 국제조세관리차원에서 해외투자단계를 구분하면,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단계, 조달한
4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통해서 고세율국가에서 저세율국가로 이윤을 이전시키는 기법이 여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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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실체를 만드는 진입단계, 사업실체를 가동하는 운영단계, 그리
고 해외투자를 회수하는 철수단계로 나눌 수 있음.
- 금융단계에서 BEPS Action Plan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Action Plan 4의 과소자본
(thin capitalization)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Action Plan 2의 혼성불일치 해소(hybrid
mismatch)와도 연결되는 내용임.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은 자본조달을 하는데 있어서 금융비용을 최대한 많이 발생시켜
서 손금산입효과는 물론이고, 본국 또는 제3국으로 과실송금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정
적인 통로(flow-through)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자본비율을 높이는 금융전략임.
⦁이러한 과소자본을 통한 자본조성이 되는 경우에는 현지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서 영업이익(Operation Income: OI)을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외비용인 금융비용을
통해 당기순이익(Net Operation Income; NOI)을 축소시킴으로써 현지국 원천소득세를 회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현지국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특수관계자간의 차입금의 형식으로
과소자본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다국적기업의 해
외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시에 국제적인 M&A를 통해 현지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에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대신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적은 자본으로도 현지
국의 우량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OECD BEPS
Action Plan 4에서는 이자비용공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자본조달단계에서 채권발행을 통한 또 다른 문제는 Action 2의 혼성금융상품의 불일치
(hybrid mismatch)문제임. 혼성금융상품42)은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가진 금융상품으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가 대표적임. OECD BEPS 위원회에서는 장기과세이연이나
이중비과세를 목적으로 국가간의 상이한 회계처리기준 또는 세무절차 등을 이용하여 세원
을 잠식시키고 있다고 판단함.
⦁이러한, 과소자본이나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BEPS Action Plan 2와 4의 규제는 결국 다국적
기업이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계획을 수립할 때,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게 됨. 그리
고, 이러한 규제는 국가별로 제도적인 차이점을 인식하고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서 신
중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혼성불일치의 문제는 향후 조세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전답변
제43)를 다국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2) “신종자본증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주식임에도 의결권이 없거나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증권 등이 최근 금
융기관을 통해 많이 발행되는 추세임. 한국회계기준원 (2015), 금융상품의 분류: 신종자본증권, 신영사
43) 한국의 국세청의 경우에는 2008년 10월부터 도입되었는데 납세자가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답변을 해주는 제도임.
http://www.nts.go.kr/info/info_14_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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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국진출을 위해서는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해외투자를 통한 진입
단계에서는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Action 1과 고정사업장(PE)의 개념확대를
둘러싼 Action 7, 그리고 혼성불일치를 해소하는 Action 2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고
려해야하는 BEPS Action Plan이라고 생각됨.
⦁디지털경제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거래(digital transactions)와 관련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
원(2013)의 연구44)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 있음.
* 유형 1: 해외서버를 둔 외국법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폰을 통해 광고를 하고 국내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유형으로 이는 다시 2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림 8>에서와 같이 서버와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 광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사례 1-1)를 취하거나, <그림 9>와 같이 서버와 실질적
관리장소는 저세율 국가에 두고 홈페이지는 외국에 운영하고, 물품배송 및 판매는 국내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사례 1-2)로 구분됨.

<그림 8> 디지털 거래유형 1<사례1-1>
Fco(외국법인)
A국: 서버 및 실질적 관리 장소

국내소비자

<그림 9> 디지털 거래유형 1<사례 1-2>

Fco(외국법인)
A국: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접속

저세율국가

물건배송

국내소비자

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외국법인의 과세사업자요건 국제비교연구”, 세법연구 13-9, 세법연구센터, 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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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 모바일기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 음원이나 교육컨텐츠를 공급하면 소비자는 국내에서
다운받는 유형
<그림 10> 디지털 거래유형 2
Fco(외국법인)
A국: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접속

디지털 음원/컨텐츠
다운로드
국내소비자

* 유형 3: 비거주 외국법인이 해외서버를 통해 국내회사에 검색엔진을 통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행위로 사업활동에 따른 매출은 발생하였으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비과세될 수 있는 상황이 됨.

<그림 11> 디지털 거래유형 3
Fco(외국법인)
A국: 서버

광고계약

홈페이지 접속.
광고노출/광고클릭

광고용역
제공

Dco(내국법인)

국내소비자

- Action 1의 디지털 경제특성을 반영한 과세권의 정립과 Action 7의 고정사업장(PE)
개념의 재정립은 OECD BEPS Action Plan에서 귀속적 넥서스(attributional nexus)의
개념을 고정사업장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고정사업장 존재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흔히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그리고 기능적 요
건 3가지를 들고 있음.
* 객관적 요건: 물적시설이 고정적으로 존재하여 어느 정도는 항구적으로 특정장소(physical
presence)에 위치하여야 함.
* 주관적 요건: 물적시설을 사용할 권한을 보유또는 지배함으로써 고정된 장소와 사업의 수행간에는
연관관계(through)가 있음.
* 기능적 요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core business activity)이 물적인 시설을 통해 수행되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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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특징은 다국적 경영활동에서 O2O(on-line to Off-line)거래를 활성화시킴으로
서, 유형 1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국제적인 이전이 없이도 소비자를 찾아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유형 2의 대표적인 형태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음원
을 일정기간 동안 접속하여 사용한 후 그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유형 3과 같이 소비자들에게는 무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공간에 광고계약은 다른 국가에서 광고주와
체결함으로써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업 아이템이 되기도 함.
⦁이와 같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영활동은 Action 7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정사업장(PE)의
개념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모델조세조약이나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서는 지금까지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로서 고정사업장(PE)이 존재하는 곳이 원천지국이
되고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지닌다45)고 되어있기 때문임.
⦁OECD BEPS 프로젝트에서는 과거의 OECD 모델조약에서 정의한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디지털환경화에 따른 고정사업장 개념을 재정립(changes to the definition of PE)하고, 두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이용한 ‘의도적인 고정사업장 회피(artificial avoidance of PE)’
를 막기 위해서 “과세가능한 넥서스(taxable nexus)”46)개념을 고정사업장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Action 7에서 이루어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체(unitary business)’ 개념을 적용
하여 ‘과세가능한 넥서스(taxable nexus)’ 판단을 하고 이를 고정사업장(PE)의 존재유무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OECD BEPS 프로젝트는 실체(substantial
presence)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소비자와의 관계 또는 접촉의 지속성(continuity of
relationship)에 따라 원천지국을 판단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음.
⦁이러한 OECD의 입장은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고객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
면 주된 사업을 유지하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귀속적 넥서스(attributional nexus)개념
이 도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귀속적 넥서스는 대리인 넥서스(agency nexus)와 관계사 넥서스
(affiliate nexus)로 나뉠 수 있음.
* 대리인 넥서스(agency nexus): 다국적기업이 직접 특정국가에 진출하지 않고, 대리인 계약을
통해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특정지역 또는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접촉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또 다른 자아(alter-ego)’이므로 본인인
다국적기업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당국은 과세가능한 넥서스를 확보하게 됨.
* 관계사 넥서스(affiliate nexus): 주로 금융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특정한 지역에 영업장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무실이나 지점도 운영하지 않지만 관련된 금융기관의 사업망을 통해서
45)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포켓몬 게임을 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이유로 구
글이 원천지국 과세를 회피하고자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지 않으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언론
의 주장이 있음(http://www.hani.co.kr/arti/economy/it/752821.html).
46) ‘nexus’를 ‘연결’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BEPS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
하지 않고 ‘넥서스’로 표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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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면, 관계사의 사업망은 단일사업체
(unitary business)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과세가능한 넥서스를 지닌다고 봄.

- 과세관할권(jurisdiction to tax)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BEPS Action Plan 1과 7은 다국
적 경영활동에 대해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음원이나 컨텐츠 거래가 많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전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사업장의 개념 재정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시각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정보통신
(IT)기반의 인터넷경영환경을 구축한 다국적 기업들이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피해감으로써
원천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서, 법인세를 적정하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
기에, OECD가 제시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과세당국의 국제적인 움직임을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세권의 강화와 이
에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부담의 증가 및 조세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입증하는데 드는 납세
순응비용(tax compliance cost)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OECD 모델조약에서도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과세관할권과 연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고정사업장(PE)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OECD 모델조약 제5조에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구성하고 있
는 핵심적인 개념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고정사업장의 정의: 제1항47)에서는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일
정한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로 고정사업장을 정의하고 있음. 제2항에서는 고정
사업장의 예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유전 또는 가스전,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48)를 들고 있음.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극적 정의: 제4항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고정된 장소(a fixed place)라도 사업수행(business activity)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제품이나
상품의 보관시설 등 예비적, 보조적 성격(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을 가지는 경우에
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a)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47)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48)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f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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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d)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수집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보유,
(e) 그 기업을 위한 여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의 보유,
(f) 이들 활동이 복합된 결과로 나타난 그 일정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간주고정사업장(Deemed PE): 제5항과 6항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느냐의 여부를 다루고 있음.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을 두고 일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제5항), 독립적 지위에
있는 브로커나 대리인에 이해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음(제
6항).

▶ OECD는 모델조세조약에서 정의한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BEPS Action Plan에서
재정립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현재는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 앞으로 BEPS Action Plan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BEPS 프로젝트
에서 제시하고 있는 넥서스 개념을 도입한 고정사업장의 개념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
망되며, 이는 다국적기업의 원천지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조
세분쟁위험이 증대될 것이므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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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1. OECD BEPS Action Pan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1) OECD BEPS Action Plan 환경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인식필요
- 최근 아마존, 애플과 구글 같은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은 물론이
고, 스타벅스나 맥도널드와 같은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다국적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들의 글로벌 사업망을 활용한 인위적인 조세회피에 대해 정당한 과세분담과 과세권
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
⦁다국적기업은 국제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과 시장이 글로벌화가 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사업모델(business model)의 등장은 개별거래의 이윤추구보다는 사업네
트워크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하므로, 사업네트워크에 속해서 특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또는 계약주체에게는 특정한 유형의 거래가 집중되는 글로벌 조정(global
configuration)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
⦁이러한 글로벌 조정과 더불어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망
이 서로 협조하는 글로벌 협응(global coordination)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제경영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조세회피 의도로 일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임.

- 그러나, 본국과 현지국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환경하의 사
업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세회피의도를 가진 가장거래(sham transaction)와 단계
거래(step transaction)로 소득을 이전하고 세원(tax base)을 잠식시키는 이른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활동을 하고 있다고 봄.
⦁다국적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서 특정 국가에 진출하기 전, 전략기획단계에서 현지국의 경
영위험을 분산하고, 국제적인 자본이전이나 사업위험을 미연에 일정한 범위 이내로 한정하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유하는 제3국에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SPV)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러나, 과세당국이나 언론은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정당한 위험관리노력을 조세피난처(tax
haven)라고 정해놓은 곳에 세운 특수목적법인을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또는 껍데기
회사(shell company)로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임.

- 합리적인 투자자는 위험에 회피적(risk aversion)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위험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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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노출된 위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위험노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납세자는 조세회피(tax aversion)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자본조달
을 위한 금융방식의 결정이나 해외투자를 통한 진입방식을 정하는데 있어서 조세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노출된 조세위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
을 요구수익률(required rate of return)에 반영하게 됨.

-다국적기업은 재무관리차원에서 위험회피 성향을 지닌 합리적인 투자자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위험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조세관리 차원에서 조
세회피성향을 지닌 합리적인 납세자로서 비체계적인 조세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관리 노력은 과세당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
가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대중과 언론에 비추어짐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
으로 인식될 때는 전체적인 다국적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경영자는
사전에 OECD BEPS Action Plan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경영의사결정과정과 의사
결정을 실행할 때 반영하는 자세가 요구됨.
⦁다국적기업들이 GDP 대비 재정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49)개발과 연구노력을 통한 보고
서50)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는 약 13%의 기여를 하고 있음.

2)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재조정 필요
- 국제경영의 현지화 전략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시장과 생산시설을 본국에서 현지국
으로 옮기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구축해오고 있음.
⦁해외투자를 통한 진입의 동기는 크게 ‘시장추구(market seeking), 효율추구(efficiency
seeking) 그리고 자원추구(resource seeking)’의 3가지로 구분51)할 수 있음.
* 시장추구(market seeking): 상대적으로 국제조세관리에 덜 민감하며, 현지시장의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함께한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효율추구(efficiency seeking): 생산이나 유통에 있어서 저원가 우위확보를 해외진출동기로 투자인
49) 현재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정부재정기여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공헌가치법(contribution
method)과 해외직접투자-소득환원법(FDI-Income Method)이 있음. 공헌가치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미시
적인 분석방법으로 현지에서 해외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경제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합산하여 다국적 기업의 GDP 공헌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해외직접투자-소득환원법의 경우에는 거시적으
로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별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 BOP)의 차이를 가지고 GDP 공헌도를 측정
하는 방법임.
50) UN(2015), ibid., p.184-186
51) UN(2015), ibid., p.177

34

OECD BEPS Action Plan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센티브로서 조세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원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입지결정을 변경하여
주변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의 이동성(mobility of business)을 유지하려는 특징
* 자원추구(resource seeking):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진입형태
로, 국제조세관리에 가장 민감한 해외투자 동기를 지님. 따라서, 진입하기 전부터 운영단계와
철수단계에서 예상되는 조세분쟁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협상을
투자시점에서 해야 함.
⦁특히, 자동차공장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협력사와 동반진출하여 수직적계열화(vertical
integration)에 의한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를 택하는 데, 이는 기업간 거래(intercompany)를 통한 소득이나 비용의 이전을 위한 단계거래(step transaction)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BEPS Action Plan의 도입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독립제 3자가격
(arm’s length price)에 의한 정상거래(normal transaction)에 의한 자료증빙(documentation)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BEPS Action Plan은 개별 국가에게 Action Plan의 이행과
관련한 선택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축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국제조
세관리차원에서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전적인 조세위험회피차원에서의 조
정이 요구됨.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전략은 바틀렛-고샬이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국제화 전략(international strategy)에서 바로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로 가는 것보다는
다국적 현지화 전략(multi-domestic strategy)으로 이행한 후에, 현지국에서 조세위험을 회피
하는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다음 단계로 글로벌 전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짐.
⦁결국, 프랜차이즈나 라이센싱을 통한 계약형 해외진출이 증가되고,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사업재구축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리라 전망됨. 이러한, 합작투자형태의 증가는 현지국에
서 장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문제를 내재할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측
면에서도 진출시점부터 다양한 형태의 대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 국별 이행계획에 다국적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보교류협정(exchange
of information;EOI)에의 협조 필요
-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국제조세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은 조세재정을 극대화하려
는 과세당국의 목적함수와 조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납세자의 목적함수를 고려한다
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임.
- 하지만,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임.
⦁OECD BEPS Action Plan 14에서 상호합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국과 현지국 과세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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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호합의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다국적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국적기업이 분쟁해
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본국과 현지국의 과세당국에게 사전에 성실한 조세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보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과세당국간의 국제적인 노력에도 다국적기업들이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본국과 현지국의 과세당국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
⦁현재 최종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BEPS 프로젝트 참여국들은 각국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므로,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지 않고, 국제경영환경에서 책임있는 해외투
자(responsible FDI)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계획수립에 다국적기업들이 정보적인 면에
서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4) 현지국에서의 사회공헌노력(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에 대한
관심
- 해외투자를 통한 현지국에의 진입은 외국화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웃으로서 입지를 구축하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음.
- BEPS Action Plan으로 인해 원천지국 과세권이 강화되고 현지국 과세당국과의 조세
분쟁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현지국 시장에서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신
뢰를 사전에 구축해 놓는 것이 조세협상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OECD BEPS Action Pan에 대한 운영 및 철수단계에 대한 기업
의 대응방안 연구 필요
▶ 본 연구과제는 OECD BEPS Action Plan을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전략수행과정에 따라 해외투자를 시행하는 금융단계와 진입단계에서 고
려해야할 점들을 살펴보았음.
- 그러나, 조세현상은 본원적으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는 수직적인 권력관계에 있는
것인데, 해외투자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정기간동안에 예외적으로 수평적인 협상관
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금융단계와 진입단계에서, 그 이후에 전개
될 운영단계와 철수단계의 조세위험에 대한 협상 어젠다(agenda)를 함께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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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운영단계에서는 현지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또는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포트폴리오 투자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vehicle;
SPV)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적소유자(beneficiary ownership; BO)의 문제
가 대두됨.
⦁이는 BEPS Action Plan 5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on)을 중심으로 Action 3의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에 대한 논의나 Action 6의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한 조세혜택의 제한(limit of behefit; LOB)또는 주요 목적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 PPT)와 연계된 문제임.
⦁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이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세조약의 개정을 통해서 BEPS 프로
젝트의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한 검토가 다국적기업의 입장에
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운영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또 다른 이슈는 결국 BEPS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쟁점
이 되었고, 다국적기업들이 가장 염려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관련된 변화
임. 이는 Action Plan 8, 9, 10 그리고, 결국에는 문서화(documentation)과 관련있는
Action 13의 내용이기도 함.

▶ 철수단계에서는 현지 과세당국과 철수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다
양한 형태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법률적인 안전장치뿐 아니라, 사
회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질서 있는 철수(orderly exit)가 가능한 전략수
립이 필요한 시점임.
- OECD BEPS Action Plan 자체가 현지국 과세당국과 다국적기업간의 과세분쟁을 증
폭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Action 14에서 상호합의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철수단계에서 이러한 상호합의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사전
적으로 진입단계에서 제도적인 장치와 법적인 안정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상호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으로 가게 되고 이는 본 연구에서 제
시한대로, 조세문제가 다국적기업의 현지경영 전방에 걸친 사업위험으로 번질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각국별 이행계획을 수립하
는 단계에서 다국적기업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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