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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글로벌 IT 시대의 조세회피와 BEPS

지역적 한계 없이 전세계를 무대로 사업 및 투자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과 자본이 저세율국

가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현상이 확산

되고 있다. OECD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10년간 각국 정부가 나서서 다국적기업에 조세혜

택을 허용하는 행위 중 일부를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1)으로 규정하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이를 자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당시 민간자본이 각국의 경쟁적인 

조세혜택 부여로 국경 없이 성장할 수 있었기에, 오늘날 거대자본화한 다국적기업이 각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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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안으로 제약된 각국정부에 의한 과세권을 국제거래를 통해 회피해나가는 현상을 규제하기 

위해서였다.

2010년 10월 Bloomberg 보도2)에 의하면 Google이 소위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3)”를 이용해 2007-2009년의 기간 중 31억불의 절세를 하였고, Apple, Microsoft, 

IBM, Oracle등 미국의 대표적인 IT 업체들이 유사한 기법을 활용했다고 한다.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조세회피 기법은 주된 사업활동의 근거지인 거주지국(미국) 이외의 국

가(아일랜드)에 자회사를 두고, 그 자회사가 각국(예, 영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로 사

업하게 하여 원천지국 과세를 피하면서, 자회사는 무형재산을 소유하면서 조세회피처(버뮤다)

에 소재하는 또 다른 자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회사 소재지국(아일랜드)에서의 

과세도 회피하는 방식이다.4)

<그림 1>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조세회피 기법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계획(Aggressive Tax Planning)” 폐해는 2006년 서울에서 개

최된 “조세행정포럼(Forum on Tax Administration)”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위 사례처럼 

 2) http://topics.bloomberg.com/the-great-corporate-tax-dodge/

 3)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3-10-28/man-making-ireland-tax-avoi

   dance-hub-globally-proves-local-hero.

 4) 영국 의회는 Google, Amazon, Starbucks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주로 영국에서 많은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국제적인 tax planning 기법을 활용하여 영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현

저히 줄인 점에 대해서 부도덕하다고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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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누리는 낮은 실효세율은 G20와 OECD로 하여금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공동대응

하는 체제를 만들게 하였다. 구체적 공동대응방안은 2015년 10월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Final Reports에 반영되어 있는데, 원천지국가의 과세 후 거주지국가가 과

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구성된 현행 국제적 과세체제 하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원천지국

가의 과세권을 보다 확충하는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조세회피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조세회피

(tax avoidance)”는 종래 “조세법규의 남용(abuse of tax law)”을 의미하였다. 관련 국가의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 어느 것에도 위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전통적 의미의 조세회피에 해당하

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얻지 못하는 조세절약을 다국적기업이 얻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Tax Arbitrage 또는 이중무과세(double non-taxation)의 상황까지도 조세

회피로서 국가간 공조를 통해 제재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생성되었다. BEPS Action 2는 최종

적으로 Tax Arbitrage에 대해 일방국이 타방국의 세법조항을 참고하여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을 구성(linking rule)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BEPS Action 6는 LOB(limitation 

on benefit) 조항과 PPT(principal purpose test doctrine) 조항을 다자간 조약의 방식으로 

법규화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BEPS는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에 의한 과세를 추구하고 있다. 경과세국

이 개입하지 않는 구조의 경우에는 가치창출(value creation)의 연쇄과정에서 경제적 실질로 

보아 자국에 관련성이 있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통일적인 규율을 마련하여,5) 한 기업

그룹이 형성한 전체 구조와 관련된 국가들이 해당 구조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파악하고 각국의 

조세규범을 적용하자는 것이다(BEPS Action Reports 8-10).6) 경과세국이 개입하는 구조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경과세국과 관련된 거래를 무시(disregard)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경과세국과 관련된 구조를 무시하는 것은 그 구조 자체에 경제적 실질이 없다는 것을 근

거로 하는 것이다.7) 다만, 문제는 경제적 실질이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구조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국가별 귀속소득에 대해 각국이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계량적 판단기준을 어

떻게 정립하는가 하는데 있다.8)

 5) OECD,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EXPLANATORY STATEMENT 2015 
Final Reports, 4쪽.

 6) OECD, Addres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13.2, 51쪽.

 7) 홍콩은 2015년말 다국적기업의 자금집중센터 유치를 위한 법안을 공개하였는데, 전담활동, 세이프

하버규정, 과세관청에 의한 결정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BEPS Action 5와 관련하여 홍콩 

내에서 영업의 실질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8) 일본 재무부는 BEPS Project의 목적을 실질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http://www.cao.go.jp/zei-cho/gijiroku/discussion1/2016/_icsFiles/afieldfile/2016/05/ 

26/28dis17kai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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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PS 다자협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조화 필요성

우리나라도 OECD의 BEPS Project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국내세법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

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BEPS Action Report가 제시하는 방안을 참고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

세회피방지법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6월에 우리나라는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다.9) 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이 서명하게 되면 이들 국가와의 45개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동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되며, 다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PPT 조항10) 채택 포함)과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11)이다. 추후에 비준되고 발효된다면 

조세조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될 것인데,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제대로 구축

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다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적용상 차별적 과세가 존

재하게 된다. 차별적 과세는 조세조약상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12) 우리나라의 국내세법상 조세

회피방지규정을 BEPS 방지 다자협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개정하여 구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자협약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조세조약과 부합되지 않는 국내

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도입을 통해 조세조약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면 이

는 비엔나 협정 제26조13)을 위반할 여지도 있기에,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일관성 구축은 중요하다.

따라서 BEPS Action Report들이 제시하는 제 방안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에 앞서서,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법제 전체를 아우르는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립함으

로써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 일관된 법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

우 상호 입증에 관한 규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세법상 조세

회피방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9)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2017.6.8.

10) PPT 조항은 조세조약남용과 같은 조세회피가 해당 거래의 구성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

자가 형성한 거래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을 보아 그에 대해 조세조약과 같은 조세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11) 일방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OECD 모델조세조약 제24조.

13) paxta sunt serv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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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행 법규의 검토

현행 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세

회피”와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부당한 혜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명의신

탁증여의제의 배제요건 중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를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5조의2), 조세범처벌법은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에 관해 규정하면서 ‘조세의 회피’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이와 같이 법문상 “세법의 부당한 혜택” 및 “조세회피”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지만 각 개념의 실체적 구성요소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구성 요소의 입증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1.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판례상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의 기능이 제한

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법문의 구조상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의 기본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실질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

고 있지만 그 조항들의 적용요건으로 “세법의 부당한 혜택” 또는 “조세회피”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다수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상 납세자가 형성한 거래가 오

로지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의 귀속을 판정할 수 

있다고 하여 동항이 조세회피방지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례들에 의

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조세회피방지규정적인 역할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만으로” 
구성된 거래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14) 교차증여에 관한 대법원 판결15)

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

한 수단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single purpose doctrine’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판례상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법문상 조세회피 관련 적용요건이 없으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조세회피방

지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16)

14)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8두8499판결(2012.1.19.)은 사안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 마치 그 경우에만 명의자에의 실질귀속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15) 대법원 2017.02.15. 선고 2515두46963 판결.

16)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외관이나 형식보다는 사실이나 실질에 근거하여 과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질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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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의 

지위가 법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대법원은 교차증여사례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

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

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

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
였다.17)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단계거래라는 한정된 요건 하에 여러 세목에 걸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조세회피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그 적용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충분

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당한 조세혜택, 즉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의 의미가 ‘경제적 실질이 없는 세법상 가장행위를 영위하는 것(economic substance 

doctrine)’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 실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통상적인 거래형식을 선택하지 않아 조세혜택을 본 것(substance over form 

doctrine)’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조세회피가 해당 행위 또는 거래를 영위한 유일한 

목적이어야 하는지 의문시된다.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목적

(purpose)”을 동항의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거래 영위 목적이 오로지 조세회피에 있

을 때(single purpose doctrine)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거래 영위의 주된 목적

(principal purpose doctrine)이 조세회피이면 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만약 국내세법이 조세회피에 단계거래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거래를 한 목적이 오로지 조세

회피만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인 반면, 우리가 가입한 다자간조세조약에 따라 주된 목적이 

조세조약 남용인 모든 유형의 거래에 대해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경우라면18)19) 국내세

17) 대법원은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하여 증여하는 경우 조세

부담이 경감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주식을 상대방의 직

계후손에게 상호 교차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한 사안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

하여 교차증여의 사실은 배제한 채 이루어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02.15. 

선고 2515두46963 판결).

18)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rticle 7 – Prevention of Treaty Abuse 

1.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of a Covered Tax Agreement, a benefit under the 

Covered Tax Agreement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or capital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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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조세조약간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단계거래원칙조항은 단계거래의 요건을 두어 다른 형태

의 거래에 의한 조세회피를 규율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

정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국제적 기업구조재편(Business Restructuring)과정에서의 

원천지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사례, 즉 외국법인(A)의 우리나라 자회사(a)가 A로부터 자금을 차

입하여 다른 외국법인(B)이 보유한 그 법인의 우리나라 자회사(b)의 주식을 인수한 후 흡수합

병하는 거래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축한 경우, a는 A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고(조세회피Ⅰ), B는 흡수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과세

를 받는 대신 주식양도소득과세를 받아 조세조약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조세회피Ⅱ). (조세

회피Ⅱ)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규율될 수 있을 것이지만, (조세회피Ⅰ)은 단

계거래가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조세회피Ⅰ)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LBO(Leveraged Buy Out)에서 주주가 제공하는 대여금

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거나(이태

리, 프랑스, 네덜란드, 남아공 등), 우호적 M&A의 경우에는 해당 이자비용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necessary expense)이 아닌 자본적 지출 또는 간주배당이라고 보는 판례법을 두기도 한

다(미국20)).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주주의 대여금을 사실상 숨은 자본금21)으로 보아 이자라기보다는 배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22)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vered Tax Agreement. 

19) 다자간조세조약 제7조는 종래의 OECD 국가의 조세조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Q. W.J.C.H. Kok, The principal purpose test in tax treaties under BEPS 6, 

Intertax Volume 44, Issue 5).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9.5항

A guiding principle is that the benefits of a convention should not be available where a 

main purpose for entering into certain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was to secure a 

more favourable tax position and obtaining that more favourable  treatmen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20) Robert Willens, et. al., Loan Fees in LBOs:Back to the Drawing Board; Ray A. Knight 

and Lee G. Knight, Tax Treatment of Takeover Costs : Akron Tax Journal, 1992; Mark 

J.Silverman, TAX STRATEGIES FOR CORPORATE ACQUISITIONS, DISPOSITIONS, 

SPIN-OFFS, JOINT VENTURES, FINANCINGS, REORGANIZATIONS AND 

RESTRUCTURINGS 2012, Tax Treatment of Reorganization Costs, PRACTISING LAW 

INSTITUTE Steptoe & Johnson, llp, Washington, D.C., June 2012

21) Lüdtke－Handjery, Steuerrecht, Erich Schmidt Verlag, 2005, pp.136~141 참조.

22)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의 법인세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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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립하지 않은 채로 문제되는 개별적인 현

상을 제재하기 위한 상황논리에 입각한 규정체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행위의 거래당사자 모두

에 미치는 조세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조세혜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보다

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조세효과만을 고려하고 있다. 실질우위원칙에 의한다면 선택 가능한 여

러 유형의 거래에 따른 관련 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조세효과를 상호비교하여 조세회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실질적인 증여(경제적 실질)가 특수관계인에게 이루

어지도록 하기 위해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실물 증여 후 양도)의 법적 형태와 (실물 양도 

후 증여)의 법적 형태간 세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조세회피여부를 따지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던 경우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Ⅲ. 조세회피방지규정의 개선방안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별적 조세회피방

지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회피”의 개념은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에서 공통된 의미를 갖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별

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을 명시하고 각 규정

상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성

문화하고 있으며,23) 아래에서는 주요 국가들에 한정하여 검토하려 한다.

1.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세법의 부당한 혜택” 또는 “조세회피”는 세법상 혜택의 부당한 향유를 의미한다. 세법상 혜

택의 부당한 향유, 즉 조세법규의 남용 여부는 관련 거래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형식을 

찾아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경제적 실질이 (거의) 없는 거래로 보아 과세상 그것의 존재를 무시하는 규정

23) 미국(IRC §7701(o)), 영국(재정법 §§206~215), 호주(소득과세법 part ⅣA §§177A~177G), 

독일(조세기본법 §42), 프랑스(조세절차법 L6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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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여야 한다.

(1) 실질우위원칙 조항 도입

1) “실질우위원칙”의 구체화

어떤 경제적 실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납세자가 형성한 거래에 따른 조세효과’와 ‘합리

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통상적인 거래형식에 따른 조세효과’를 비교하여 후자에서 전자를 

차감한 액수를 부당한 조세회피 또는 조세법규의 남용에 의한 혜택(세법의 부당한 혜택)으로 

보며, 그와 같은 세법의 부당한 혜택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의 외관에 불구하고 후자의 거래를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해 세법을 적용한다.

교차증여사례를 예로 들면, 2억원을 자신의 자(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형이 역시 2억원을 

자신의 자(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동생과 상의하여 상호 1억원씩 증여한 직후 형은 동생의 

자에게 다시 1억원을 증여하고 동생은 형의 자에게 다시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실질우위원칙에 

의하면, 위 [사례]의 거래는 각자 자신의 자에게 2억원씩 증여하고자 하는 것을 경제적 실질로 

하는 법적 형태의 하나이지만, 각자 직접 2억원씩 증여하는 것이 보다 통상적인 것이므로, 그 

비통상적인 거래를 선택함에 따라 통상적인 거래를 선택하는 것보다 절감하게 된 조세혜택은 

부당한 것으로 보아 부인된다. 위 사안은 현행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단계거래원칙조

항에 의하여 부인할 수도 있지만24), 개념적으로 단계거래원칙을 포괄하는 보다 큰 의미의 실질

우위원칙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적 기업구조재편과정에서의 원천지국 세원잠식 사례에 대해서는 a는 A로부터의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부당한 

조세혜택을 부인하여 A로부터의 차입금을 자본으로 보아 과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다.25) a가 모회사인 A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이 단순히 a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가 흡수합병하는 b의 모회사인 B에게 B가 가지고 있던 b의 지분을 B로부터 인수하면서 A가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적 실질을 갖고 있는데, a가 B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외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위 사안에 대한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국세입법의 

해석상 우호적 M&A의 경우에는 해당 이자비용이 존속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necessary 

expense)이 아니라는 판례법에서 보듯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관한 일반 원칙26)에 관한 보

24) 대법원 2017.02.15. 선고 2515두46963 판결 참조.

25) 본 연구 Ⅲ. 1. (4)에서 제시하는 개정안 국세기본법 제14조의2 제1항의 실질우위원칙 조항 참조.

2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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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세한 규정을 법인세법 시행령27)에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2) 외국제도

  ① 독일

독일은 조세기본법 제42조의 법형성가능성 남용방지조항을 두고 있다. 조세기본법

(Abgabenordnung) 제42조28)는 비조세적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납세자의 조세혜

택을 가져오는 부적절한 법적 구조에 대해 적용된다.29)

  법적 구조의 의도된 조세효과가 무엇이든 그것이 비경제적이거나, 복잡하거나, 인위적이

거나, 과잉하거나, 비효과적이거나 이상한 것으로 보이면, 특히 그 법적 구조가 적절한 것인지

를 판단하기 위해 그것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적절한 법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해당 구조의 경제적인 사실과 효과를 고려할 때 제3자라면 생성된 조세혜택이 없었다면 

동일한 법적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 오로지 조세목적만을 위해 친척이나 다른 가까운 관련인을 중간에 개입시킨 경우 

 ∙ 오로지 조세목적만을 위해 소득이나 자본자산을 다른 법적실체에게 이전하는 경우

주관적 회피의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독일의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인데, 이는 조세기본법 제

42조의 “남용”이 목적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상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주관적 회피의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 정황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

다. 독일법원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인에

게 증여하면서 부부재산증여공제를 이용하고 부인에게는 이를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도록 하는 

경우(연쇄증여, Kettenschenkung)는 법형성가능성을 남용하는 것으로 본다.30) 최근 연방재

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27)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28) ① 조세회피를 위해 법형성가능성을 남용함으로써 조세법령을 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

별세법 조항의 조세회피방지조항 적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다. 기타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경제적 거래에 부합하는 법형성에 따르는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② 적절한 법형성과 비교하여 해당 납세자나 제3자에게 법이 의도하지 않은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법형성이 선택된 경우에는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선택된 법형성

에 대한 비조세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납세자가 증거로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9) 2008년 7월 17일 독일 재무부 조세기본법집행지침(AE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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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원은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에 아들에게 다시 증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

우라면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31)

  ② 미국

미국 판례법과 내국세입법 §7701(o)상 ‘Substance over form rule’은 “거래의 실질이 형

식과 명백하게 괴리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자산의 매매로부터의 이득에 대한 과세효과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거래를 전체로 보아야 

하고, 교섭의 개시로부터 매매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가 관련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한

다(Commissioner. v. Court Holding Co.32)사건).

‘Step transaction doctrine’은 실질우위원칙의 한 적용방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르자면, 형식상 여러 개의 단계이지만 과세상 각 거래를 통합하는 것이 기저에 있는 실질관

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하나의 거래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한다.33) 

  ③ 호주

호주 판례법상 납세자가 해당 거래를 영위한 비조세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은 해당 

거래의 주된 목적이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주

된 목적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소득과세법(1936) Section 177D에서 규정하는 

항목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34) Section 177D에서 규정한 8개 항목을 검토한 결

과, 납세자가 오로지 또는 주로(only or dominantly) 조세혜택을 얻을 목적으로 조세계획에 

참여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비조세적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부인된다. 이 과정에서 조세계획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조세혜택의 획득 여부는 쉽게 판

단 가능하므로 목적 심사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며, 목적 심사에 고려해야 하는 8개 항

목은 아래와 같다.

30) 독일 세법상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5십만 유로, 부모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4십만 유로의 인적 공제가 허용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8십만 유로를 증여할 것을 그중 4

십만 유로를 부인에게 증여한 후 그 부인이 아들에게 재차증여하도록 할 경우 아들에게 증여세 없

이 증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사례로서 제42조의 적용대상이다.

31) BFH, Urteil vom 18. 7. 2013 - II R 37/11.

32) 324 U.S.331(1945). 

33)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Problem of Corporate Tax Shelters, 1999.7. 

34) C. John Taylor, Substance over Form(Belgium), Cahiers, IFA, 2002,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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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세계획(tax planning)에 대한 목적심사시 고려항목 

번호 항목내용 항목의 성격

(ⅰ) 해당 계획이 착수 또는 시행된 방식
해당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나?
(ⅱ) 해당 계획의 형식과 실질

(ⅲ) 해당 계획의 시행시점 및 수행기간

(ⅳ) 해당 계획에 의해 성취된 세법상의 결과

해당 계획의 실행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

(ⅴ)
해당 계획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또는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

로 예상되는 납세자의 재정상태의 변화

(ⅵ)

해당 계획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또는 발생할 것이 합리적으

로 예상되는 납세자과 관련된 자(사업, 가족 또는 종류에 상관없이)

의 재정상태의 변화

(ⅶ)
해당 계획으로 인해 납세자 또는 그 관련자에게 초래된 기타 모든 

결과

(ⅷ) 납세자와 그 관련자 사이의 관계의 성격
납세자와 그 관련자는 어떤 

관계인가?

 

(2) 경제적 실질원칙 조항 도입

실질우위원칙 조항에 포함되는 경제적 실질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그간 판례에서 나

타난 세법상 가장행위의 개념을 포용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원칙 조항을 도입하여야 한다.

1) “경제적 실질원칙”의 구체화

경제적 실질은 관련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를 의미하며, “사업목적” 개념은 “경제적 지위”의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 사법적으로 유효한 어떤 법적 행위 또는 거래에 따라 행위자가 얻는 

조세혜택이 있는 반면 그 거래에 의해 행위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이므로, 그에 따른 세법상 혜택은 부당한 조세혜택으로 보

아 세법 적용상 마치 그 거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조세조약남용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세조약을 남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추가적인 특수목적회사를 두고 그 회사의 명의로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거두는 행위로서, 투자펀드가 일정 투자자금을 한 특수목적회사에 투입하

고 이를 특정 목적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이지만, 해당 특수목적회사(SPV1)의 

아래에 다시 다른 특수목적회사를 추가한 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그 추가된 특수목적회

사(SPV2)에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이 없이 단지 조세상의 혜택만을 보기 위한 것인 경우 SP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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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과 그것의 투자는 “경제적 실질”이 없는 것이므로 무시하고 SPV1이 직접 투자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35) 이 경우 SPV2에 의한 조세조약 적용에 따른 혜택이 조세회피세액에 해당

한다.

2) 외국제도(미국)

1999년 미국 국세청의 의회에 대한 제안상 조세회피거래(tax avoidance transaction)의 

개념은 해당 거래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전이윤이 해당 거래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세혜택에 비해 미소한(insignificant) 거래로서,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를 “세
전이윤”으로 이해한다. 세전이윤은 비용으로 고려한 외국납부세액 및 거래비용을 차감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조세혜택은 해당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세부담을 초과하는 

혜택으로서 역시 현재가치기준으로 평가한다. 납세자의 주관적 동기는 고려되지 않으며, 납세

자의 동기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인지에 대

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판단한다. 

미국 내국세입법 §7701(o)(5)(A)상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원칙은  “어떤 거래

(또는 일련의 거래들)에 소득세과세규정 적용상 나타나는 조세 혜택(tax benefits)은 해당 거

래가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업목적(business purpose)

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에 따른 조세혜택을 

배제, 즉 조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경제적 지위를 (거의) 변경시키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Knetsch v. U.S.36)). 사업목적이 있으면 조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과 동일하지만 호주의 소득과세법 제

177조상 “주된 목적” 규정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3)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

사실 입증에 관한 사항은 법관의 고유한 판단영역이지만 주요 사항은 입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의 부당한 혜택 이용 방지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

에 의한 “세법의 혜택”과 “경제적 실질”을 입증하도록 하되, 납세자로서는 해당 거래의 “주된 

목적”이 조세 이외의 목적 활동에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요건사실 입증에 관한 사항은 법관의 재량 영역이며, 아래에서 

제안한 조문안에 의할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부여될 수 있다.37)

35) SPV1 명의로 가득한 소득이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것인지는 별론이다.

36) 364 U.S. 361(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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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문안의 제안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로 분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2

의 규정의 제목을 “세법의 부당한 혜택 이용방지”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실질우위원칙을 규

정하여 “세법의 부당한 혜택”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한다. OECD BEPS ML

I38)의 PPT조문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되, MLI의 “one of the principal purpose”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조세 이외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 또는 거래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그간 대법원의 조세회피에 대한 입장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된 목적 중 

하나”로 하는 대신 “주된 목적”으로 한다. 조세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를 주된 목적으로 증거로

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제2항에 경제적 실질 원칙을 규정하고, 제3항에 단계거래원칙에 관한 현행 국세기본법 제14

조 제3항을 옮겨서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개정 조문안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의 2(세법의 부당한 혜택 이용 방지)

  ① 납세자가 영위한 행위 또는 거래의 주된 목적이 이 법 또는 세법의 목적에 반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이하 이 조에서 “조세혜택”이라고 한다)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혜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행위 또는 거래의 경제적인 

사실과 효과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제3자라면 해당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해 해당 납세자가 

받은 조세혜택이 없었다면 동일한 행위 또는 거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주된 목적이 해당 납세자가 조세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만, 납세자가 스스로 영위한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조세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를 주된 목

적으로 증거로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또는 거래의 주된 목적이 조세혜택을 부당

하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영위한 행위 또는 거래가 경제적 실질이 없거나 조세 이외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에 따른 조세혜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혜

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

는 세법을 적용한다.

  ④ 각 세법의 부당한 혜택 이용 방지에 관한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우선

37) 개정 조문안 중 국세기본법 제14조의2 제1항 후문의 법상 추정조항 참조.

38) BEPS 방지 다자협약,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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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용된다.

2.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1) 일반규정과 특별규정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간의 관계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에서의 “조세회피”의 관념이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도 적용되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

다. 다만, 세부사항에서는 후자가 전자에 대한 특별규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 

세법에서의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39) 만약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

정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안일 경우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인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동 규정의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40)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이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즉 실질우위원칙과 일

관성을 유지하되, 그 세부적용에 있어 특수한 사정 또는 상황을 고려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실질우위원칙상 선택 가능한 여러 유형의 거래에 따른 관련 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조세효과를 

상호비교하여 조세회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증여시에는 증여 이전 축적된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는 자본이득과세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기존의 자본이득과세원칙에 부

합하도록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증여할 때에

는 증여자 및 수증자가 증여한 자산에 내재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자산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가 저가양도한 부분 중 자산에 내재하는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논리적으로는 위에서처

럼 저가양도한 증여자에게 저가양도한 부분만큼 양도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과세는 배제하여야 

하지만, 오랜 기간 운영되어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운영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보

39) 국세기본법 개정 조문안 제14조의2 제4항 참조.

40)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

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

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7누1318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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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틀에서 자본이득과세와 무상이전과세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제도개선방향을 정립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에 관한 규정은 부부간 증여 후 양도(거래Ⅰ)할 때 증여받은 배

우자가 내재된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차익으로 얻는 것으로 단순히 간주하는 현행 

규정41)을 국세기본법 제14조의2 개정안 중 제1항(실질우위원칙)에서 정립한 “조세혜택”의 개

념에 부합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Ⅰ에 따른 세액과 양도 후 증여(거래Ⅱ)에 따른 세

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작은 경우로서 증여 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한 때에는 경제

적 목적이 현금증여에 있다고 보고 거래Ⅱ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실질우위원칙과 일관된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형제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따르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증여자가 양도대금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조세포

탈로 과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

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후 양도대금(양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

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앞의 양

도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를 말한다.)를 합한 세액

Ⅳ. 결 론

다국적기업이 누리는 낮은 실효세율은 G20와 OECD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BEPS 체제를 만들게 하였다. BEPS 체제에서는 “조세회피”의 개념 정립 및 “경제적 실질”에 

의한 과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2017년 6월 우리나라는 ‘BEPS 방지 다자

41)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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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서명하였다. 추후 조세조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될 것인데, 국내세법상 조세회

피방지규정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적용상 차별적 과세가 존재

하게 된다. 차별적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BEPS 방

지 다자협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규 중 실체적 법규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판례상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법문구조상 국제적인 조세회

피방지규정으로서의 기본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나, “이 법 또는 세법의 

부당한 혜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세회피가 해당 행위 또는 거래를 영위한 유일한 목적이

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조세회피”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로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규정되어, 조세회피방지규정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다.

우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하여야 한다. 현행 국세기

본법 제14조 제3항을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로 분리하면서, 그 제목을 “세법의 부당한 혜택 이

용방지”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실질우위원칙을 규정하여 “세법의 부당한 혜택”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효과에 대해 규정한다. 제2항에 경제적 실질원칙을 규정하며, 제3항에 단계거래원

칙에 관한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옮겨서 규정한다. 제1항의 제2문과 제3문에 입증

책임에 관한 법상 추정조항을 두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책임관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중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

2항을 국세기본법 제14조의2 개정안 중 제1항에서 정립한 “조세혜택”의 개념에 부합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증여 

후 양도시’와 ‘양도 후 증여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부당한 과세혜택을 부인하도록 개정하

는 것이다.

(논문투고일자: 2017. 11. 28 / 심사 및 수정일자: 2017. 12. 14 / 게재확정일자: 2017. 12. 22)

주제어 : 공격적 조세회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실질우위원

칙, 경제적실질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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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BEPS 시대의 조세회피방지규정 개선방안

오윤·임동원·문성훈

BEPS 체제에서는 “조세회피”의 개념 정립 및 “경제적 실질”에 의한 과세에 대한 국제적 공

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2017년 6월 우리나라는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다. 추후 조

세조약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적용될 것인데,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제대로 구축되

어 있지 않다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적용상 차별적 과세가 존재하게 된다. 차별적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내세법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BEPS 방지 다자협약상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다. 우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2를 신설하여야 한다. 제1

항에 실질우위원칙을 규정하여 “세법의 부당한 혜택”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효과에 대해 규정

한다. 제2항에 경제적 실질원칙을 규정하며, 제3항에 단계거래원칙에 관한 현행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3항을 옮겨서 규정한다.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 중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

인규정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립한 “조세혜택”의 

개념에 부합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증여 후 양도시’와 ‘양도 후 증여시’의 세액을 비교하

여 부당한 과세혜택을 부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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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nti-Avoidance Provisions

of the Korean Tax Acts in the BEPS Era

Oh, Yoon*1)·Lim, Dong-won**2)·Moon, Seong-hoon***3)

In the BEPS system, an international consensus has been formed on the concept of 

“tax avoidance” and taxation by “economic substance”. In June, 2017, Korea signed 

the “OECD BEPS MLI". In the future, the anti-avoidance provisions will be applied in 

the tax treaty, if the anti-avoidance provisions in the domestic tax laws are not 

established properly, there will be discriminatory tax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and the domestic tax law.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ory tax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nti-avoidance provisions in the domestic tax laws so as to 

be consistent with the anti-avoidance provisions in the “OECD BEPS MLI”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derived considering the legislative 

cases of foreign countries under the recognition of the above problems. First, 

Article 14-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all be newly established as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Paragraph 1 defines the concept of “unfair tax 

advantage" by stipulating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Paragraph 2 stipulates the 

economic substance doctrine, and Paragraph 3 stipulates Article 14 (3)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n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101 (2) of the Income Tax Act, which is a calculation of 

capital gains by wrongful acts in the provisions for specific anti-avoidance rule,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tax benefit” established in Article 14-2 (1) of the 

above Act. Comparing the tax amount of ‘transfer after donation’ and ‘donation 

after transfer’, it is denied the unfair tax advantage.

Key Words : aggressive tax planning, general anti-avoidance rule, specific 

anti-avoidance rule, substance over form rule, economic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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