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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90년대 이후 본격화 된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국

제무역·투자의 개방과 자유화를 배경으로, 과세상 차별 문제가 통상·투자조약 및 

EU법의 차별금지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세조약에서 다소 불명확

하고 모호한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던 차별금지원칙과 이들 다른 국제법 규범의 

관계 문제는 관련 학계와 정책당국의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

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방경제 국가로서, 과세상 차별금지원칙

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이 자유무역협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경제통합

을 모델로 하여 지역통합체로 발전해 나갈 때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조세 문제에 관하여, 조세조약과 투자협정·WTO협정·FTA·EU법 등 

비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이 각각 어떤 실체적 의미를 갖고 어떻게 상호작용하

는지 살펴보고,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조화를 위한 조세

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OECD 모델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동 조항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원칙이 없어 불완전하고, 불확정적이라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

다. 6개의 항으로 구성된 차별금지조항은 국적, 고정사업장, 비용공제 및 자본소

유 등 제한적인 경우 차별의 구체적인 양태를 열거해 놓은 것으로, 열거 조항과 

달리 음성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조항의 위반이라

고 하기 어렵다.  

   비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이 조세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를 보면, 투자협정상 

차별금지조항은 대체로 조세조약에 따른 대우 또는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조세조약과의 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수의 투자협정에

서는 조세의 일반적 배제 규정을 두지 않아 조세조치가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WTO협정은 GATT의 최혜국대

우(제1조)와 내국민대우(제3조) 원칙 모두 조문의 해석론이나, 패널 판례 등 실제

적인 관점에서 직접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GATT에 비해 

GATS는 조세분야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

접세 관련 조치가 GATS의 차별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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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역관련 투자조치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국산부품 사용의무 등과 

연계한다면 WTO/TRIMs 협정 제2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FTA의 경우, 대표적 지

역경제협력체인 NAFTA는 조세 문제에 관한 조세조약의 우위 규정을 포함한 조

세의 일반적 배제 조항을 두어, 직접세 차별에 대한 규율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

리나라의 FTA는 협정별로 조세관련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상품무

역의 내국민대우는 GATT 제3조의 적용범위와 같고, 서비스무역의 내국민대우는 

GATS 제14조의 예외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모든 FTA에서 투자 Chapter의 차별

금지원칙은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통합체인 EU에서는 ECJ의 사법적극주의에 따라, 역내 단일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회원국의 다양한 조세조치를 EU법의 4대 자유(상품, 서비스, 

인 및 자본 이동의 자유)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EU법과 조세조약의 관계를 보면, 

EU법이 조세조약에 우월하나, D 사건의 여파로 회원국 간 조세조약의 혜택에 최

혜국대우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U와 비교하여, 미국에서는 州의 

차별과세 문제에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특권면제조항․평등보호조항이 주로 원용

되고 있다. 양 지역은 비슷한 경제통합체이나, 역사․정치구조․사법부의 역할 등의 

여러 요인에서 차이가 있으며, 결국 양 지역의 조세차별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는 회원국 또는 주 간 조세조화와 조세자율성이라는 두 개의 상반되는 이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일부 직접

세 조치가 투자협정, WTO법 및 FTA의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어 양 규범

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경합 또는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한

편, 양 규범이 사실상 같은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 적용결과도 유

사하게 되며, 특히, OECD 모델 제24조 제6항의 적용대상이 체약국의 모든 조세

(즉, 직접세 및 간접세)이므로 이를 동 조 제1항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조세조약

과 통상․투자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이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

다.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과 EU법의 4대 자유는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이라

는 근본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나, 양 규범이 추구하는 통합의 정도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적용범위에서는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이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현실적으로 ECJ의 판례법이 EU 역내 조세조약의 해석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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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과세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조화를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여

러 가지 차별의 형태 중 대내거래의 제한(inbound restriction), 즉, 국내생산자(거

주자 또는 내국인)를 외국생산자(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보다 우대하는 경우에 대

해 규범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공평한 경쟁여건의 보장과 

경쟁중립성의 달성이라는 조세조약 차별금지원칙의 지도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개선방안을 일반적인 상황과 EU의 상황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조세조약의 경우 차별금지조항의 주요 개정방향은, 첫째, 제1항은 

같은 상황에 있는 국적자와 비국적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직접 및 간접, 명시

적 및 음성적 차별을 모두 포함하여 공평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도록 조문 전체의 

목적과 그 해석론(제7항 신설)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비조세조약에서 다루는 조

세차별 문제와 조세조약의 부조화, 불일치 또는 경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

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다른 통상․투자조약에 우선하여 적

용되도록 하는 조문(제8항)을 둔다. 셋째, 조세조약에서 현행보다 폭넓게 조세차

별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각국의 조세주권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하여 공평하거

나 효과적인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상호주의 적용과 같은 차별조치의 정당화 

사유를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조세상 차별금지원칙의 효과적인 보장

을 위해 조세조약 체약국 정부 및 과세당국이 자국의 조세법령과 제도 및 그 운

용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조세법령과 제도의 

투명성 보장의무를 신설하는 것(제10항) 등이다.   

   EU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EU라는 특수한 상

황에서 EU법과 조화되는 조세조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단일시장에서 조세장벽과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자간 조세조약 방식

을 제시하였다.  

   한편, 분쟁해결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조세조약상 분쟁해결제도인 상호합의의 

보완을 위해 중재제도가 현실화되고 있고, 국제통상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의 경우 

각각 WTO의 패널 및 상소심 절차와 투자자-국가 중재절차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조세차별 문제를 포함한 국제조세분쟁이 이러한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절차

와 같은 법률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

으나, 상호합의의 보완적 수단으로 조세중재제도가 일반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분쟁해결제도는 서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국제조세와 국제통상․국제투자가 교차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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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해 OECD, UNCTAD 및 WTO 등 관련 국제기구들은 앞으로 공동작업반 

활동을 통해 국제통상법 및 국제투자법과 조화될 수 있는 조세조약상 차별금지 

규정과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차별과세의 금지, 차별금지원칙, EU법의 4대 자유, 조세조약, 

통상·투자조약 

학  번 : 2012-3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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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차별금지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은 국제법과 국내법 어느 분야이든

지 보편적인 규범으로, 현실세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법원칙이다. 

국제법 측면에서는 특히 EU법과 국제경제법에서 차별금지원칙의 실제적인 적용

이 활발한 편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의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동 

원칙은 평등원칙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본격화 된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큰 흐

름에 따라, 특정 국가의 조세조치가 EU법 및 국제경제규범의 차별금지원칙에 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세에 관한 차별금지원칙은 국제조세법, EU법 및 국

제경제법 등 관련 학계의 큰 관심을 끌어 왔다. 

   EU법은 1958년 로마조약 이후 2009년 리스본 조약까지 '더욱 더 긴밀한 연

합(Ever Closer Union)'을 위해 50여 년간 역내 단일시장이라는 경제적 통합을 

심화·발전시켜 왔다. 한편 국제경제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각 GATT/WTO법, 

국제투자협정 및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국제조세법은 국제연맹 시대부터 시

작하여 OECD의 작업으로 완성된 모델조세조약에 기반한 양자 조세조약을 중심

으로 발전하여 각각 다른 역사를 갖고 있다.

   차별금지원칙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조세조약에서 조문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원칙의 보편적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차별금

지조항은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원칙이 없어 불완전하고 불확정적이라는 문제

점과 함께, 동 조항이 국제조세를 포함한 국제경제시스템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은 그 목적 및 

해석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수년간 조세조약상 차별금

지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다. 

   조세에 관한 차별금지원칙을 둘러싼 이와 같은 논란은 조세조약과 다른 국제

법 규범, 특히 통상·투자조약과 EU조약과의 관계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WTO협정을 중심으로 하는 통상조약의 경우, 조세분야에 대한 차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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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규율은 전통적으로 간접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

제로는 간접세뿐만 아니라 직접세 조치도 GATT 및 GATS의 최혜국대우와 내국

민대우에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경우는 NAFTA의 투자 

Chapter와 같이 조세의 일반적 배제(general tax carve-out)를 규정하여 조세상 

차별 문제가 투자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투자자-국가 분쟁의 당사국이 된 근거조약인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같이 그렇지 

않은 투자협정도 있다. 

   EU를 보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EU 차원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

으나, 직접세 분야는 EU 차원의 조화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규율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조약상 상품·서비스·인 및 자본의 자유이동

을 규정한 이른바 4대 자유 원칙이 역내에서의 직접세 분야 차별금지에 대한 근

거 규범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1986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최초로 회원국의 

직접세 제도에 대해 EC조약 제43조(설립의 자유)의 위반 판결을 내린 이후, 2012

년 말까지 130여 건이나 EU법상 차별금지원칙과 관련한 판결이 있었다. 차별과

세 문제에 대한 이러한 ECJ의 적극적인 판결은 EU 회원국의 국내세법 제정과 운

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또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의 해석론

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논문은 최근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의 확장추세와 더불어 심화되고 있

는 국제무역·투자의 개방과 자유화를 배경으로 EU조약 및 다른 국제경제조약에 

의거하여 차별금지원칙이 조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조세조

약에서 다소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던 차별금지원칙이 어떻

게 이들 다른 국제법 규범과 조화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조세법 연구의 역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에

서는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본격적인 선행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찍이 경제통합과 차별금지 문제를 경험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 주제가 새로

운 것이 아니며,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조세상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연

구가 유럽과 미국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경제통합체의 

국제정치경제적 문제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두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차별금지원칙에서 범위를 넓혀 보면, 미국, 일본 및 유럽 등과 비교할 때, 우

리나라는 국제법의 여러 분야와 국제조세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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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소홀히 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미국계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인 론스타(Lone Star)가 외환위기 이후 인수한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과세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2012년 5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분쟁을 통보하였는

데, 이는 국제조세 문제가 투자협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국제조세와 국제투자법이 

교차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모델조세조약을 논의하고 개정작업을 담당하는 정부 간 포럼인 OECD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조세법상 차별금지원칙의 여러 쟁점을 충분히 인식하

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고, 앞으로 모델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배경으로, 국제조세 분야의 대표적인 글

로벌 학술단체인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는 2008년 연례학

술대회(Annual Congress)에서 “국제조세의 분기점에 선 차별금지원칙(Non- 

discrimination at the crossroads of international taxation)”을 제1주제로 다루고, 

현행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전체에서 교역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대외의

존도가 100%에 달하고,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체결을 통해 세

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의 흐름에 발 빠르게 적응함과 동시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차별과세의 금지원칙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이 궁극적

으로 EU의 경제통합을 모델로 하여 지역통합체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상정할 

때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조세조약과, 투자협정·WTO협정·FTA·EU법 등 비조세조약에

서 차별금지원칙이 각각 어떤 실체적 의미를 갖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

보고,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조화를 위한 조세조약상 차

별금지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향후 이 주제에 관한 우리 정

부의 정책적 관심과 관련 학계의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이 논문의 제II장에서는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에 대해 검토한다. 여기서는 

우선 OECD 모델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내용에 대해 항별로 모델 주석서에 



- 4 -

따른 OECD의 해석론과 차별금지조항에 관한 각국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

한다. 아울러, 차별금지원칙이 우리나라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에 어떻게 반영되

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경제통합이 심화되는 단계별로, 투자협정, WTO협정, 자유무역협

정(FTA), EU법에서 차별금지원칙이 조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먼저 비조세조약이 조세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 쟁점을 소개한다. 이어

서 투자협정의 차별금지원칙에 관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투자협정과, 비록 실

패로 끝났지만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 차별금지조항이 조세문제를 어떻게 규

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GATT와 

GATS의 차별금지원칙이 조세에 적용되는 문제를 규정의 해석론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U보다 통합단계가 낮은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대표적인 형

태인 NAFTA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차별과세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한다. 

   경제통합과 조세차별 부분에서는 EU법의 4대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

과세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ECJ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EU

법이 회원국 간 또는 회원국-제3국 간 조세조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EU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단계로서 완전한 연방국가인 미국의 

주 간 차별과세 문제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한 EU와 미

국의 접근방법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제IV장은 이 논문의 주된 논의가 나오는 부분으로 차별과세의 금지에 관해 

조세조약과 위 제III장에서 본 비조세조약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양 규범 간 조화 문제에 대해 조세조약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조세에 대한 차별금지의 기본원칙에 관해 조세의 공평과 중립성을 기준

으로 하여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분쟁해결절차적 고

려사항도 제시하였다. 

   여기서 나온 결론은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규범적 구성을 위해 공평한 

경쟁여건의 보장과 경쟁중립성을 지도원리로 하여, 한결 더 넓은 범위에서 조세

차별문제를 다루고, EU법 및 WTO협정과 같이 정당화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차별을 포함한 국제조세분쟁의 해결절차를 국제통상·투자분

쟁의 해결절차와 비교하고, 국제조세분쟁도 국제통상·투자분쟁의 패널·중재절차와 

같이 법률적 분쟁해결방식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조세조약과 통

상투자조약의 분쟁해결제도가 수렴하는 측면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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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이 논문은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은 많은 다른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

아 있으나 그러한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 논문은 차별금지원

칙에 관해 조세조약의 관점에서 비조세조약과의 조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3절. 용어의 정리 

   이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본문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겠지만, 

그 의미 또는 용례를 미리 정해두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의 핵심 주제어인 “차별금지원칙(Non-discrimination)"은 "비차별

원칙" 또는 "무차별원칙"으로도 부른다. 모두 같은 개념이지만, 국제경제법 학계

에서는 대체로 “비차별원칙”1)이 많이 쓰이고, 국제조세법에서는 “무차별원칙”2)으

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실 모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나, 

이 논문에서는 차별과세의 금지 규범으로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차별금지원칙”을 쓰기로 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 조세조약 국문본의 조문 또는 

관련 판례를 인용하거나, 다른 국제통상법 논문을 인용할 때 논문 저자의 용례에 

따라 부득이 무차별원칙 또는 비차별원칙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차별과세(discriminatory taxation)", "조세차별(tax discrimination)", "조세상 차

별" 및 "과세상 차별"은 이 논문에서 모두 같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와 "국제조세법(International Tax Law)”은 각

각 국제거래3)에 관한 조세 문제와, 국제조세에 관한 국가의 법규범의 총체를 말

1) 최원목,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심영규, “GATT/WTO법

체제에서의 비차별원칙에 관한 연구: GATT 1994의 제1조, 제3조, 및 제20조 Chapeau
를 중심으로”, 한양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3 참조.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국문본은 "Non-discrimination"을 “무차별”로 번역한다. 
일본의 경우도 그러하다. 

3)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서는 국제거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

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앞으로 “국제거래”는 이러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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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 

   "조세(Tax)"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는 돈,5) "직

접세(direct tax)"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을 의미하고, "간접세(indirect tax)"

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6) 특히 이 논문에서 조세와 

직접세는 혼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조치(tax measures)”는 조세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행위 및 조세조약 또

는 조세관련 협정의 규정을 말한다.  

   “조세조약(Tax Treaties)”은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Convention), 즉, "소

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의 약칭이며, 국제조세법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국내세법(국조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조세조약"을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

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여, 조세정

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이나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의 넓

은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조화(tax harmonization)"는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가의 서로 

다른 조세정책이 무역과 투자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조세제도의 조화를 추구하

는 것을 말하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조세자율성(tax autonomy)"은 국가마

다 경제적 효율성과 합법적인 정책목표 간의 정치적 선택을 하고 이에 따라 조

조법의 용례를 따르기로 한다.  

4) 실제 과세문제에 이르면 결국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제조세”란 국내적 조세체제의 국제적 측면을 일컫는다.  

5)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1, p. 7.

6) 이와 같이 전통적인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 기준에 대해, 이창희 교수는 세부담이 누

구에게 돌아가는가는 법으로 정할 수 없고 오히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해석론으로는 직접세와 간접세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Id. p. 9 참조. 다만,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조세조약과 WTO법 등의 국제법 규

범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

에서는 전통적인 직·간접세 구별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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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7) 이 논문에서는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적 규범이라

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국제경제법에는 국제통상법, 국제투자

법, 국제통화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사실 국제조세법도 이러한 넓은 의미

의 국제경제법의 일부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국

제조세법을 국제경제법과 다른 별개의 학문적 영역으로 취급해 온 경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조세법도 넓은 의미에서 국제경제법의 일부라고 보고, 차별금

지원칙에 관해 다른 국제경제법 규범과의 조화를 주제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로 한다.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이란 국가 간 투자의 장

려,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며, 투자의 소극적 보호를 위한 투자보장협

정과 투자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유화협정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대

부분의 국제투자협정은 양자 간 체결되기 때문에 양자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맥락에 따라 국제투

자협정, 투자협정, 투자조약 및 양자투자조약 등의 용어를 사용하나, 모두 같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

   “WTO협정(WTO Agreement)”이란 좁은 의미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

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WTO 설립협정과 그 4개 부속서

(Annexes), 즉, GATT 1994를 비롯한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Annex 1A), 서

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Annex 1B), 분쟁해결양해(Annex 2), 무역정책검토제도

(Annex 3), 복수국간 무역협정(Annex 4) 및 각료결정과 선언(Ministerial 

Decisions and Declarations)을 모두 포함한다.8) 일반적으로 WTO협정은 넓은 의

미로 쓰이며, 이를 “WTO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도 WTO협정을 넓은 

7) 이런 의미에서 Jackson 교수는 국제경제법의 정의가 잘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넓게 

정의하면 경제문제와 관련 있는 국제법의 모든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경제문제

와 관련되지 않는 국제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경제법의 독자성이 문제될 수 있다

고 한다. Jackson,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MIT Press(2nd ed.), 1998, p. 25.

8) WTO는 WTO협정의 법률문서(legal texts)를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라는 단행본

으로 1995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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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쓰고, WTO법도 같은 의미로서 혼용하기로 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 및 투

자 등에 관한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목표로 설립되는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느슨

한 형태로서 이른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의 

WTO협정, 자유무역협정 및 국제투자협정 등 3개 조약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넓

은 의미로 "통상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9) 이 논문에서는 통상조약

과 투자조약을 원칙적으로 구별하여, 통상조약은 주로 WTO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을 말하고, 투자조약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국제투자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EU법(EU law)”이란 EU의 조약(treaties)과 이차적 규범(secondary law) 및 ECJ

의 판례법, 기타 EU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하는 EU의 작용과 기능에 관한 법의 총

체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EU의 조약은 1958년 로마조약을 비롯하여 

EU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왔고, 현재는 그간 제·개정되어 온 EU의 

조약들이 EU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과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으로 재편되어 있다.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TEU는 EU의 법률적·정치적 골격에 대해 규정하며, TFEU는 EU의 정책적·기

능적 측면에 대해 규정한다. 이차적 규범은 EU의 조약을 근거로 EU 이사회와 의

회가 제정하는 규범으로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

(Recommendation) 및 의견(Opinion)이 있다. 한편, EU법과는 별개로 "EC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009년 리스본조약으로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의 법인격이 EU로 대체되기 이전의 법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한다. 

   EU의 “4대 자유(Four Freedoms)”는 EU의 조약에 규정되어 단일시장의 근간이 

되는 4가지 자유, 즉, 상품(goods)․서비스(services)․인(persons) 및 자본(capital) 이

동의 자유를 말한다. EU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설립의 자유(freedom of 

9) 동 법 제2조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

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조약 중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한다. 
   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

적으로 하는 조약

   나.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

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다.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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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까지 서비스 이동의 자유에 포함시켜 4대 자유로 부른다.    

   EU의 “역내시장(internal market)” 또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은 1993년 1

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인,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EU의 시장이 통합된 것을 말하며, 역내시장이 더 공식적인 

표현이다. 두 용어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이 논문에서도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  

   "국제조세분쟁(international tax disputes)"은 국제거래와 관련한 납세자와 국

가 간 또는 국가와 국가 간 조세10)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10) 일반적으로 국제조세분쟁의 대상인 조세는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인 소득․법인세를 의

미하지만,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제24조)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소득․법
인세뿐만 아니라 체약당사국의 모든 조세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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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장.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 

   이 논문에서 다루는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그 해석론은 지난 50여 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11)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국제경제시스템적 

변화와 그러한 변화의 법적 기반인 EU법, FTA, WTO법 및 투자협정과의 상호작

용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먼저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

칙을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연혁을 소개하고, 제2절

은 OECD 모델조세조약(이하 'OECD 모델'로 약칭한다) 제24조(차별금지)의 각 항

별로 구체적 내용과 관련 국내외 판례를 소개하고 검토한다. 아울러, 제24조의 

차별금지조항이 우리나라 세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12)     

제1절.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연혁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은 매우 오래

된 일인 것 같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봉건영주가 자신의 영지 내에서 외국

인이 사망하면 그의 유족을 배제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는 권리(droit 

d'aubaine)가 있었다고 한다.13) 그 후 근대적인 조약체계하에서 조세분야의 차별

11) 차별금지조항뿐만 아니라 OECD 모델과 이에 기반하여 체결된 세계 각국의 조세조약

은 국제거래의 복잡․다양화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물리적인 장소와 시설의 존재를 전제

로 하는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은 현재와 같이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히 최근 수년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국가 세수의 일실

뿐만 아니라 조세의 형평 문제까지 포함하는 국제정치경제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OECD/G20 차원에서 세원잠식․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

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이 작업이 국제조세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국제조세학계 및 실무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OECD의 

동향은 http://www.oecd.org/tax/beps.htm 참조.

12)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은 모든 조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대로 된 검토를 위해서

는 국내세법 전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국내세법 중 소득세

법과 법인세법의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 및 국조법의 일부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하

여 보았다.

13) Bammen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and European Tax 
Law, Online Books IBFD, 2013, ¶ II.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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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다룬 최초의 사례는 1794년 미-영 우호통상항해조약(Treaty of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제3조이다.14) 그 이후 20세기 초반에 유럽 국가 간 

직접세 분야 조세조약에 차별금지조항이 들어간 것은 1921년 독일-체코슬로바키

아 조세조약과 1931년 벨기에-이태리 조세조약 등이라고 한다.15)16)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상공회의소(ICC)17)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주도에 따라, 1923년 이중과세에 관한 보고서(a Report on Double 

Taxation)가 작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1928년 거주지국에 대한 과세권 부여에 중

점을 둔 이중과세방지협약안이 발표되었다.18) 1928년 협약안이 넓은 지지를 얻

지 못하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1943년 원천지국 과세에 주안점을 둔 멕시

코 모델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1946년 거주지국 과세를 강화

한 런던 모델이 발표되었으나, 어느 한 쪽도 표준적인 ‘모델’로서 위치를 인정받

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1943년 멕시코 모델과 1946년 런던 모델에서 조세차별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조문은 다음과 같다.19)

   A taxpayer having his fiscal domicile in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be subjec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income he derives 

from that State, to higher or other taxes than the taxes applicable in respect 

of the same income to a taxpayer having his fiscal domicile in the latter 

State, or having the nationality of that State.

14) Id. 이 조약은 미국 독립전쟁(1775-1783) 이후 미-영 관계의 개선을 위해 체결된 것

으로, 미국의 초대 연방대법원장인 John Jay가 당시 조약문 교섭의 대표였기 때문에 

Jay 조약(Jay's Treaty)으로도 부른다.

15) Id. 

16) 양자 간 조세조약이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이다. 전쟁 수행 및 전후 복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유럽 각국 정부는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조세부담이 국제무역과 투자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하에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조세의 중복부과를 방지하는 조약의 체결에 

나서게 된 것이다. 

17) 국제상공회의소는 1920년 파리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개인과 법인이 부담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연합국 정부들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였다. 
Graetz & O'hear, “The "Original Intent" of U.S. International Taxation”, 46 Duke 
Law Journal 1021, 1997, p. 1066.

18) Id.

19) Bammens, ¶ II.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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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문을 간단히 해석하면, 일방체약국에 ‘과세상 주소(fiscal domicile)’를 갖

는 납세자(현행 조세조약의 ‘거주자’ 개념에 해당한다)는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해 타방체약국의 납세자(즉, 거주자 또는 국적자)의 같은 소득에 적

용되는 세금보다 높거나 다른 세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뒤에서 보겠

지만, 이 조문을 현행 OECD 모델의 차별금지조항과 비교하면, 일방체약국의 비

거주자에게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적자와 동등한 과세상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현행 OECD 모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비거주자를 조세상 차별로

부터 보호하고 있다. 

   국제연맹시대가 끝나고 1945년 국제연합(UN)이 창설되면서, UN에 조세위원

회(Fiscal Committee)가 설립되어 국제연맹의 논의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실질적

인 성과는 없이 끝나고 말았다.20) 이에 따라 차별금지원칙을 포함한 이중과세방

지조약의 논의는 OEEC로 넘어가게 되었다. 1958년~1961년 OECD21) 조세위원회

(Committee on Fiscal Affairs)의 4차에 걸친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s) 작업을 

거쳐 1963년 최초의 소득과 자본에 관한 이중과세협약안(Draft Double Taxation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을 발표한 것이 현대적인 조세조약의 원형이

며,22) 그 이후 OECD 모델은 꾸준히 개정작업을 거쳐 왔다.23)  

   차별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OEEC의 조세위원회(Fiscal Committee)는 1956년 

20) Id.

21) 기존의 OEEC에 캐나다와 미국이 1961년 가입함으로써 OECD가 정식 출범하였다. 
OECD의 설립협약(Convention on the OECD) 제1조는 설립목적을 1) 회원국의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여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 2)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 3) 다자주의와 비차별주의에 따라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 등 3가지로 규정하였다.   

22) OECD 모델 서론 제6문단. 

23) 1963년 모델의 발표 이후 조세조약 체약국들의 경험과 국제거래 형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1977년 모델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 발표된 1992년 모델부터 OECD 조세

위원회는 모델조세조약을 지속적인 개정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OECD 모델의 개정 

작업은 정해진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

조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대 들어와서는 2000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10년에 개

정 등 2-3년마다 한번 씩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가 OECD 제1작업반(모
델조세조약)에 정부대표로 참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개정의 일반적인 절차는 민간 

및 정부로부터의 개정사항 요구 등 개정이슈 발굴, 사무국의 쟁점보고서 작성 및 작

업반 토의, 'discussion draft' 공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작업반 재논의 및 결론, 
조세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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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부터 ‘국적 또는 유사한 근거에 따른 차별과세의 연구(the study of 

discrimination in taxation on grounds of nationality or on similar grounds)'를 

이중과세에 관한 논의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작업을 시작하였다.24) OEEC는 1958

년 2월까지 4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국민의 정의 포함), 무

국적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

지 및 모든 조세에 대한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조항을 완성하였다.25) 

   여기서 OEEC의 차별금지조항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첫째, 당시 

작업반은 동 조항의 실제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았고, 둘째, 

각 항이 서로 다른 대표단들의 협상의 결과로서 여러 항들을 아우르는 목적 내

지 원칙을 고려하지 않아 ‘서로 무관한 의무들의 혼합(an amalgam of isolated 

obligations)’이라는 비판이 있다.26) 다만, 굳이 당시 차별금지조항의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면,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한 해석

론에서 ‘차별금지원칙의 확산은 국제경제관계의 발전(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에 중요한 원칙’이라고 언급한 정도이다.27)     

   이러한 OEEC의 차별금지조항은 경미한 수정을 거쳐 1963년 OECD 모델 제

24조로 이어졌다. 따라서, OEEC 모델조약안의 차별금지조항은 현행 OECD 모델 

차별금지조항의 원형이며, 그 당시 차별금지조항 작업반에서 제기된 논의는 현재 

이 조항의 해석에도 여전히 참고가 된다고 할 것이다. 1963년 OECD 모델은 국

적에 따른 차별금지(제1항), 국민의 정의(제2항),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금지(제3

항),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제4항),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제5항), 모든 

조세에 대한 적용(제6항) 등 총 6개항으로 구성되었다.28) 그 후 1977년 및 1992

24) Bammens, ¶ II.4.3.1. 이 작업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주축이 된 제4작업반(Working 
Party No. 4)이 담당하였다. 

25) OEEC, “Final Report on Tax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Nationality or Similar 
Grounds”, Working Party No. 4 of the Fiscal Committee, 19th February, 1958, 
FC.WP4 (58)1 참조.

26) Bammens, ¶ II. 4.3.6. 

27) Id.

28) 당시 OECD 모델 제24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he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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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차별금지조항의 일부 조문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즉, 1977년 

모델은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조항(현행 모델 제24조 제4항)을 추가하였고,29) 

1992년 모델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제1항)에 '특히 거주성과 관련하여(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국민의 정의(제2항)

는 삭제하였다.30)  

   미국은 조세조약에 관하여 자국의 표준모델31)과 해설서(technical 

explanation)32)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실제 조약체결과정에서 모델조약을 기초

  2. The term ‘nationals’ means:
   a)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b)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3. Stateless persons shall not be subjected in a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4.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at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29) 새로 추가된 항은 제5항이 되고, 종전 제5, 6항은 각각 제6, 7항이 되었다. 

30) 이 항은 제3조(일반적 정의)로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른 항 번호 변경으로 제3-7항

은 제2-6항이 된다.

31) 미국이 자국의 조세조약 표준모델을 처음 발표한 것은 1976년이다. 그 이후 1981년 

모델과 1996년 모델을 거쳐, 현행 미국 모델은 2006년에 발표되었다. 동 모델조약은 

http://www.irs.gov/pub/irs-trty/model006.pdf 참조. 

32) 미국 모델 조세조약 해설서는 미국 조세조약의 공식 가이드이며, 각 조문별로 그 해

석과 적용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나타낸다. 2006년 미국 모델 해설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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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협상을 한다.33) 제24조의 조문으로 보면, 미국 모델과 OECD 모델은 몇 개 문

구 또는 문장을 제외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34) 차별금지의 예외로 지점세를 

명시하고(제6항), 대상조세를 정치적 하부조직이 부과하는 모든 조세까지 확대한 

것(제7항)이 특징적이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아래에서 살펴볼 영국의 NEC 사건(2003년) 및 독일의 

Delaware 사건(2003년)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조세차별에 관한 적극적 판결 

등을 계기로,35) 그룹과세, 기업구조조정 및 과소자본세제 등 차별금지조항 적용 

문제 전반에 관한 OECD 모델의 해석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OECD는 2005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2008년 모델조약 주석서의 대폭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제2절. OECD 모델 차별금지조항의 검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천여 개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미국 등 자

국 모델을 갖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OECD 모델을 기초로 하

여 일부 조항을 자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조세조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 차

http://www.irs.gov/pub/irs-trty/temod006.pdf 참조. 

33) 미국은 세계최대의 경제력과 자본수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체결 건수는 

65개(2013년 7월 현재)로 다른 서구 선진국들(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모

두 100건이 넘는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 주된 이유로는 자국의 

조세조약 모델의 상당한 부분을 협상에서 관철해야 하므로 협상의 유연성이 떨어진

다는 점과, 저세율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 시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크므로 

조세조약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4년 싱가

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양국 간 큰 교역 규모(650억불, 2011년)에도 불구하고, 아

직 조세조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34) 미국 모델 제24조 제1항에서는 OECD 모델의 'other or more burdensome'에서 

'other or'를 삭제하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인 미국 국적자는 미국의 거주

자가 아닌 타방체약국의 국적자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

한,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OECD 모델 제2항은 두지 않고, 고정사업장

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OECD 모델 제3항이 미국 모델의 제2항으로 되었다. 제3
항은 OECD 모델 제3항 제2문의 인적 공제에 관한 예외 부분을 별도의 항으로 만든 

것이다. 제4항에서는 이자, 사용료 기타 지급금의 지급 주체로 OECD 모델의 

'enterprise' 대신 'resident'를 사용하였다. 제5항은 OECD 모델 제5항과 사실상 같다. 

35) 이들 ECJ 판결에 대해서는 III.5.1.2.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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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금지조항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 실무에서 대체로 OECD 모델을 많이 따르는 

편이다.36) 따라서, 아래에서는 OECD 모델 제24조의 차례대로 차별금지조항의 의

미를 OECD의 해석론,37) 관련 판례,38) 또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미국 모델의 해

석론을 소개하면서 분석해 본다.   

 

2.1. 일반론   

2.1.1. OECD 모델과 주석서(Commentary)의 법적 지위   

   제24조의 논의에 앞서 OECD 모델과 주석서의 법적 지위 문제를 간단히 살펴

보자. OECD 모델은 모두 30개 조문으로, 크게 조약의 적용 범위, 정의 조문, 소

득별 과세원칙, 조세행정 및 협력, 최종조항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조문별로 상세한 주석이 딸려있다. 그러면, OECD 모델과 주석서의 내용은 법적

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문제는 OECD 모델과 주석서가 OECD라는 국제기

구의 법체계에서 갖는 법적 의미와, 현실적으로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갖

36) 물론 자국의 특수한 입장을 OECD 모델에 유보하는 국가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2.1.2.에서 살펴본다. 한편, OECD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UN 모델의 경우에도 

차별금지조항은 OECD 모델과 같다.

37) 각 조항별로 해석론 부분의 서술은 OECD 모델 주석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가급적 각

주를 따로 붙이지 않고, 문장 또는 문단 끝에 해당 주석서의 문단을 표시하였다. 필

요한 경우 각주로 2008년 6월 OECD 조세위원회에서 채택된 제24조의 적용과 해석 

보고서(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내용을 소개하였다. 동 보고서는 

쟁점별로 문제제기(description of the issue), 위원회의 결론(conclusion reached by 
the committee) 및 주석의 개정(changes to the commentary)으로 구성되고, 부록

(Annex)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차별금지와 조세’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대상을 

정리하고 있고, OECD 모델(전체본) R(22)에 포함되어 있다. 

38) 총 30개의 OECD 모델 조문 중에서 차별금지조항의 해석이 문제가 된 각국의 사건 

및 판례는 많은 편으로, International Tax Law Reports에 따르면 제24조와 관련한 판

례는 2001년 이후 약 30건이 넘은 것으로 분석된다. Elliffe, “Unfinished Business: 
Domestic Thin Capitalization Rules and the Non-discrimination Article in the 
OECD Model”,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Vol. 67, IBFD, January 2013, 주 8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국제조세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법원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들은 거주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실질과세원칙, 고정사업장 및 이

전가격 과세 등 다양하다.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건(2009
년, 2012년) 정도 나왔는데, 이를 아래에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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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적 의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OECD의 법체계에서 모델조세조약 및 주석서는 OECD 이사회의 ‘권고

(recommendation)’ 형태로 채택된다. 이러한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회

원국들이 권고내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요구되며, 회원국이 그 이행

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고의 채택에 대해 기권하는 것이 관례이다.39) 

따라서 적어도 회원국 정부로서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델 주석서

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40)  

   둘째, 각국이 OECD 모델을 기초로 조세조약 협상을 하고 이에 따라 조세조

약이 체결된 경우, 모델 주석서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어떤 법적 의미를 갖

는가?41)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또는 각국의 법원에서 각각 다른 해석을 내

놓고 있다. 우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서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에 

대해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그 맥락에서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한다”라고 하고, 동 조 제2항에서 이러한 '맥락

(context)'에 관해 전문(preamble)과 부속서(annexes), 조약 체결 시 조약과 관련

한 체약국 간 합의 및 기타 법적 문서를 예로 들고 있다.42) 그 외에도 비엔나협

39) http://www.oecd.org/legal/oecdlegalinstruments-theacts.htm 참조. OECD의 다국적기

업 이전가격 지침(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도 법적 형식으로는 OECD 이사회의 권고에 해당한다. 한편, 
권고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 OECD의 규범은 결정(decision)으로, OECD 이사회의 

결정에 동의한 각 회원국들은 결정의 내용을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 

40) 여기서의 정부는 행정부를 의미하며, 조약의 최종적인 해석기관인 사법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닌 이상 모델 주

석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4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창희, “조세조약 해석방법”, 조세학술논집 제23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7, p. 173-179 참조. 

42)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A treaty shall be interpreted in good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to be given to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the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2. The context for the purpose of the interpretation of a treaty shall comprise, 
in addition to the text, including its preamble and annexes: 

      (a)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treaty which was made between all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b) any instrument which was made by one or mor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and accepted by the other parties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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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제31조에 따른 조약의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제31조에 따른 해석이 불합리

한 경우에 보충적 해석방법으로 조약의 준비작업(preparatory work)과 체결당시

의 정황(circumstances)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43) 학자들 간에는 모델  주석서

의 법적 지위에 대해 '조약의 일반적 의미(ordinary meaning of the treaty)', '맥

락의 일부(part of the context of the treaty)' 또는 '보충적 전거(supplementary 

means)'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고, 각국 법원의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모델 주석서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부

터 프랑스와 같이 모델 주석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

라 법원은 대체로 모델 주석서를 조세조약 해석의 참고자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인 경향인 것 같다.44) 

   생각건대, OECD 모델 주석서에 법적 구속적은 없으나, 주석서가 만들어지기

까지 이슈의 제기, OECD의 토의, 토의초안(discussion draft) 공개, 민간부문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개진, OECD의 최종합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OECD 이사회

의 권고로 발표되는 형식적 측면까지 감안하면, 이른바 ‘연성법(soft law)’45)에 준

하는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OECD 모델 주석서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해서는 조세조약이 각국의 헌법질서 하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46) 

instrument related to the treaty.“

43) 비엔나협약 제32조 참조. 

44)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스타타워 주식양도차익 과세사건 관련 판결에서 모델조약 주

석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OECD 모델협약의 주석은 헌법 제6
조 제1항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와 벨기에 

등을 비롯한 OECD 회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으

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 

국가 간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45) 연성법은 UN 총회나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결의(Resolutions)'나 '선언

(Declarations)'과 같이 법적 구속력이 완화된 규범을 말한다.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14, p. 15 참조.

46) 예컨대, OECD 모델 주석서에 기반 하여 조세조약의 협상을 하였다는 사실이 국회의 

조세조약 비준동의 과정에서 현출된 경우에는 법원이 모델 주석서의 내용을 조세조

약 해석의 전거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창희, 앞의 글(주 41),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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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24조: 차별금지

    OECD 모델 제24조의 영문과 국문번역문47)은 아래와 같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3.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47)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언어본은 영문본과 국문본만 있거나, 영문본·국문본·상
대국 언어본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이들 모든 언어가 정

본이며, 3개 국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석상 차이가 있다면 통상 영어본이 우

선한다고 규정한다.(예외적인 경우로서, 한-일 조세조약은 영어본을 유일한 정본으로 

하고, 국문본과 일어본은 번역본이다.) 여기서 제시된 제24조 국문번역본은 한-파나마 

조세조약(2012. 4. 1.발효)의 예를 따랐다.(제2항은 저자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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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6 of 

Article 11, or paragraph 4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4조 차별금지48)

 

   1.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48) 우리나라 조세조약의 국문본에서는 '무차별'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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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

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또는 양 체약당

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자는 어느 체약당사국에서, 특히 거주

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

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아

니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부

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당사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

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감면 및 감경을 다

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당

사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러한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하는 목적상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5. 한쪽 체약당사국 기업들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쪽 체약당사국 거주자들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그 밖의 유사한 법인이 부담

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그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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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OECD 모델에 대해 거의 모든 OECD 회원국들이 자국의 조세조약 정책

과 다르거나 국내법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델조약의 일부 규정에 

대해 유보49)를 하고 있다.50) OECD 모델 제24조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들이 유보

(reservations)를 표시하였는데,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51) 및 미국52)이 일반적인 

유보의사를 표명하였고, 각 항별로도 프랑스, 칠레, 영국, 스위스, 그리스, 아일랜

드 등이 유보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모델 제24조에 대한 별도의 유보는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세조약 정책과 실무상 제2항(무국적자에 대한 차별금지)은 제외하고 협

상을 하며, 실제 체결된 조약도 대부분 제2항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

와 호주(1984년 발효) 및 뉴질랜드(1983년 발효) 간 조세조약은 차별금지조항 자

체가 없으며,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조세조약(2006년 발효)은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규정이 없다.53) 대상조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한정하는 

49) 일반적으로 조약의 유보란 다자조약을 체결할 때 어느 체약당사국이 조약의 특정한 

조문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해 배제하거나 제한·변경하기 위한 조치로서 행하는 문

서에 의한 의사표시로, 유보국과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보에 관련되는 

조약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당해 조약에 명시

적으로 유보를 금지한 조항이 없을 경우,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 유보사

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 비엔나협약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rticle 19. Formulation of reservations 
     A State may,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a 

treaty, formulate a reservation unless:  
     (a) the reservation is prohibited by the treaty;
     (b) the treaty provides that only specified reservations, which do not include the 

reservation in question, may be made; or
     (c) in cases not failing under sub-paragraphs (a) and (b), the reserva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50) 어느 국가의 유보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의 상대방 체약국은 유보국가와의 조세조약

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도 동 유보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OECD 모델 서론 제31
문단 참조. 이러한 OECD 모델에 대한 유보와는 별개로, 해석에 관한 유보

(observations)도 있다. 해석 유보는 OECD 모델 특정 조문의 주석서와 다른 해석론을 

견지하는 회원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Id. 제30문단 

참조. 

51) 호주는 자국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공제 및 원천징수 관련 국내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조약 조문의 개정권한을 유보하였다. 

52) 미국은 자국의 지점세(branch tax) 적용 권한을 유보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2.4.6.에서 살펴본다. 

53) 차별금지조항에 관한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정책을 고려할 때, 이들 3개국과의 조세조

약 규정은 모두 상대방 국가들의 입장을 우리측이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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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모든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체결례가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가 다

수를 차지한다. 

2.1.3. 차별과세금지조항의 기본적 구조와 취지

   어느 나라의 조세제도이든지 세부담능력 등의 차이에 따라 납세자들에 대한 

정당한 차별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제24조의 차별금지조항은 정당하지 않은 차별

을 금지할 필요성과 합법적인 차이를 인정할 필요성을 균형있게 다루기 위한 것

이다.54) 이에 따라, 납세자의 거주성에 따른 상이한 대우를 두고, 어느 국가의 비

거주자의 대부분이 그 국가의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국적에 따른 간접

적인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55)(OECD 모델 주석서 

제1문단, 이하 문단으로만 표시) 

   제24조의 여러 규정들은 국적 등 특정한 기준을 근거로 과세상 상이한 취급

을 금지하므로 이런 기준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비교대상이 모두 같아야 한

다. 이와 관련, 제1항과 제2항은 '같은 상황', 제3항은 '같은 활동의 수행', 제5항

은 '유사한 기업'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모델 해설서는 과세상 

취급의 모든 차이가 차별금지의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양 체약국의 

국적자 또는 거주자가 비교가능한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56) 각 항

의 조문들은 이러한 비교가능한 상황에 관해 항별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

나, 공통적인 전제는 전 세계 소득 과세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같이 비교대상인 

내국인과 외국인의 '조세와 관련한 차이(tax-relevant difference)'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7) 

   차별금지란 비교대상인 국민, 거주자 또는 국내기업보다 외국인, 비거주자 및 

54) 한편, OECD 보고서는 제24조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루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동 조에 규정된 차별 형태 이외에 다른 또는 불리한 대우는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다른 조약에서 규정한 광범위한 차별금지조항이 제24조의 해석 및 

적용에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OECD 모델(전체본), R(22)-3 참조.

55) 이와 관련, OECD 보고서는 제24조가 적용되는 차별은 비교대상 납세자를 특정한 기

준에 따라 명백히 다르게 대우하는 명시적 차별(overt discrimination)이지, 명시적 차

별은 아니나 사실상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숨은 차별(covert discrimination) 또

는 간접적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은 아니라고 한다. Id. R(22)-4. 

56) 미국 모델 해설서 p. 77-78 참조.

5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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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등에 대해 더 나은 대우를 부여하라는 의미는 아니다.(제3문단) 미국 

모델 해설서는 각 항에서 조세상 취급의 차이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예를 들면,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that is more 

burdensome' 또는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게 '중대하게 불이익을 주는(materially disadvantage)' 경

우에만 차별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58) 차별의 정

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확실히 OECD 모델 주석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으로, 

이는 미국이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에 대해 갖는 소극적 입장을 나타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24조는 이른바 맥락(context)에 따른 해석원칙59)에 따라 조세조약의 

다른 조문들을 고려하여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문을 적용함에 따른 과세조

치는 제24조의 위반이 아니다.60) 반면에 어느 조치가 제24조에 합치되는 경우에

도 다른 조문에 위반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제4문단)  

   현행 OECD 모델의 차별금지조항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애초에 

각 항의 조문들이 전체적인 일관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서로 다른 시기에 모델조

약으로 들어오면서 전체 조문을 아우르는 원칙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61) 

   또한, OECD 주석은 제24조의 목적을 정당한 차별과 합법적인 차별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석론으로는 각 항에 열거된 규정에 따른 

명시적 차별(overt discrimination)만을 제24조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간접적 또는 

숨은 차별(indirect or covert discrimination)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62) 대체로 납

세자의 보호보다는 정부의 세입측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비조세조약에

서 규정한 광범위한 차별금지조항은 제24조의 해석에서 무시될 수밖에 없고, 이

에 따른 조약 간의 충돌이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의 여지가 별로 없게 되

는 문제가 있다.  

58) Id.

59) 앞의 주 42 참조. 

60) 예컨대, 비거주자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해 총소득 기준으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조약 규정은 거주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과세가 될 것이나, 이는 조세

조약에서 허용되는 과세방법이므로 제24조 위반의 문제는 없다는 의미이다.  

61) Bennett, “Non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Tax Law: A Concept in Search of a 
Principle”, 59 Tax L. Rev. 439, 2006, p. 439. 

62) 앞의 주 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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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호혜주의 내지 상호주의(reciprocity)에 터잡아 체결당사국간 이익의 균

형을 중시하는 양자 간 조세조약의 특성상 차별금지원칙에 최혜국대우

(Most-Favored Nation treatment)까지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63) 다시 말하면, 

조세조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A-B국) 간 특정한 경제관계를 반영하는 호혜주의 

또는 상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어느 체약국(A국)이 제3국(C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이 A-B국 간 조세조약보다 불리하더라도 C국의 거주자 또는 국

적자는 A-C국 간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을 원용하여 A-B간 조세조약의 유리

한 혜택을 주장할 수는 없다.(제2문단) 

   한편, OECD는 조세차별의 다른 형태까지 포함하여 제1항 등 차별금지조항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한 쟁점으로 남겨 두었다. 즉, 조

세조약 양 체약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인적 공제의 혜택을 동등하게 부여하

거나(벨기에-네덜란드 조세조약 제26조 제8항64) 예시), 국경 간 기업구조조정·합

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양도소득65)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경우(캐나다-

미국 조세조약 제XIII조 제8항66) 예시) 등 다른 형태의 차별까지 제24조에 포함

63) 최혜국대우와 관련하여, 같은 양자조약으로 체결되는 투자협정은 이를 인정한다는 점

은 조세조약과 투자협정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저자가 조세조약의 협상실

무를 담당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정형화된 투자협정 문안의 교섭과는 달

리, 조세조약의 경우 세율 및 과세권의 배분에 있어 체약국마다 다르게 체결되기 때

문에 최혜국대우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64) 원문은 다음과 같다. 
    "8. The right to family allowances deriving from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considered equal, for taxation purpos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the right to family allowances deriving from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this State."

65)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법원 2013. 10. 30. 선고 2010두7208 판결 및 201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에서 외국법인 간 흡수합병, 분할 등에 따라 국내법인의 주식

이 이전된 경우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들에서도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 

OECD 모델의 해석론에 비추어 동 조항의 위반 문제는 없다. 즉, 차별금지조항 중 검

토 가능한 규정은 제1항(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인데, 이는 같은 상황에 있는 납세자

를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과 같이 외국법인 간 합병의 경우 

내국법인 간 인정되는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은 기본적으로 거주성을 전제로 일

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거주성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외국법인

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없다.

66) 원문은 다음과 같다.
    "8.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lienates property in the course of a 

corporate or other organization, reorganization, amalgamation, division or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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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67) 이러한 문제들은 차별금지조항의 전반적인 개정과 

관련되므로 이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는다. 

2.1.4. 우리나라 헌법과 차별과세의 금지 

   우리나라 헌법에서 조세상 차별금지에 관한 법원칙으로 원용할 수 있는 조문

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제6조 제2항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제11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납세의무를 규정한 제38조도 일정한 경우, 

즉, 외국인이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68) 

   먼저,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

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외국인은 자연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지 않은 법인 등 국제법과 조약의 적용대상인 권리능력이 있는 모든 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69) 또한 '국제법'은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의미한다고 보면,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인정되

는 국제관습법과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되는 조약을 포함한다. 

제6조 제2항의 '조약'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이면서 차별금지원칙을 포함하는 조세

조약, WTO협정, FTA, 투자협정 및 우호통상항해조약 등 많은 경제 관련 조약을 

들 수 있다. 다만, 조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제6조 제2항은 헌법상 외국인에

게 어떤 권리를 창설하기 보다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지위를 외국인에게 

보장하므로, 국제법 또는 조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차별금지원칙을 확인

transaction and profit, gain or income with respect to such alienation is not 
recognized for the purpose of taxation in that State, if requested to do so by 
the person who acquires the propert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gree, in order to avoid double taxation and subject to 
terms and conditions satisfactory to such competent authority, to defer the 
recognition of the profit, gain or income with respect to such property for the 
purpose of taxation in that other State until such time and in such manner as 
may be stipulated in the agreement."

67) OECD 모델(전체본), R(22)-36.

68)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p. 710.

69) 우리 헌법상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여부에 대해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나(Id. p. 
343-349 참조), 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법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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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하는 조문이라고 하겠다.

   한편,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상 평등원칙의 향유 주체는 '국민'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원칙은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등에서 

유래하는 만인의 보편적 평등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70) 다만,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비추어보면, 외

국인에게 적용되는 평등원칙의 구체적 범위는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71) 이러한 헌법상 평등원칙이 조세에 적용되면 조세평등주의로 불린

다. 조세평등주의는 일반적으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으로, 동일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과(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

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수직적 조세정의)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72) 그러나, 

이와 같이 평등을 공평 내지 정의와 같거나 더 큰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즉, 수

직적 조세정의 개념의 도입)은, 우리 헌법에 담긴 내재적 이념이라고 보는 것은 

몰라도 평등의 원칙 조문 자체에서 끌어오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73) 

   그러면, 우리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근거로 외국인도 담세능력에 따라 동일

한 소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상 평등원칙이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

는’ 범위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점과, 국가의 조세관할권 행사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를 구별하여 과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2.2. 제1항(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70) Id. p. 409.

71) Id.

72)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판결. 

73) 이창희, 앞의 책(주 5),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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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2.1. OEEC의 논의

   차별금지 문제에 대한 OEEC의 첫 검토대상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었다. 당시 

OEEC의 국가 중 국적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국가는 없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국적자에게만 일정한 조세경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

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74) 

2.2.2. 국민과 거주자의 의미 

   제1항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두 개념은 ‘국민(national)'과 ’거주

자(resident)‘이다. 어느 조약에나 공통된 현상이지만, 정의 조문은 조약에 사용되

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약문을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 OECD 모델 제3

조(일반적 정의) 제1항(g)는 국민을 ’1) 그 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75)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

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로 정의한다.76) 첫째, 개인의 경우 일반적

으로 어느 나라이든지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규에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은 그 이상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OECD 주석의 입장이다.77) 둘째, 개인이 아닌 법인, 동업기업,78) 협회 등은 그러

74) Bammens, ¶ II.4.3.1. 참조.

75) 시민권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국적 개념 대신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다. OECD 모델 제3조 주석서 제8문단.

76) “g)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r citizenship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7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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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의 설립준거법지의 국민이 된다고 하여, 개인과 유사하게 국적을 부여한

다. 

   거주자는 제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며, 조세조약 전체에서 계속 쓰이는 용어로 

아마도 조세조약 해석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우선 조

세조약이 적용되는 인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s)이어야 한다.79) 

거주자는 일방체약국의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주소, 거소, 관리

장소 등)에 따라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과세가능성이 있는

(liable to tax)80) 인을 말한다. 이러한 거주자는 체약국과 그 정치적 하부조직도 

78) 동업기업은 Partnership의 국문 번역으로, 2007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도입되고, 이를 영어의 파트너쉽과 유사하다고 보고 그 후 우리나라 조세

조약 국문본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다. OECD 모델 제1조 주석서(제2-6.7문단)는 특히 

파트너쉽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Partnership)
를 다루고 있는데, 국별로 파트너쉽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이

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것이다. 조세조약과 파트너쉽에 대

한 상세한 논의는, 이창희, "파트너쉽과 국제조세", 조세학술논집, 제21집 제1호, 
2005, 참조.

79) OECD 모델 제1조로 다음과 같다.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80) OECD 모델 주석서에 따르면, 거주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과세될 필요는 없고, 과세

될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연금기금, 자선단

체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예를 들

면, 법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 된다면 이를 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OECD 모델 제4조 주석서 제8.6문단 참조. 그러나 홍콩, 싱가포

르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자국 거주자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별도로 당해 국가의 거주자 개념을 정의한다. 이와 같은 예로 

아래 일본-홍콩 조세조약 제4조 제1(a)항을 들 수 있다. 
    “(a) in the cas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 any individual who ordinarily reside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rovided that the individual has a substantial presence, 
permanent home or habitual abode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hat he ha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i) any individual who stay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for more than 180 days during a year of assessment or for more than 300 
days in two consecutive years of assessment one of which is the relevant year 
of assessment, provided that he ha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ii) a company having a primary place of management and control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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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또한, 제4조는 개인이든 개인이 아닌 단체이든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

자가 되는 이중거주자(dual residents)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기준

(tie-breaker rule)을 두고 있다.81) 

2.2.3. '같은 상황'의 판단 

 

   제1항은 같은 상황 - 특히 거주성과 관련하여 - 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

을 국적에 따라 내국인보다 과세목적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조세조약이 처음 등장한 19세기 말 이

전부터 우호통상항해조약 등에 포함되어 국제적 조세관계를 규율하였다. 여기서 

타방체약국의 국민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제3국의 거주자인 경우도 해

당된다.82) ‘같은 상황’의 의미는 비교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이 일반적인 세법의 적

용대상이 될 때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요한

다. 조문의 글귀에서 명확하지만 제1항은 같은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특히 거주성을 들고 있다.83)(제5-7문단)

      (iv) any other person having a primary place of management and control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81) OECD 모델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이러한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을 국내법에 정한 대로 인정함에 따라 양 쪽 체약국에서 보

는 거주자 판별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법상 어느 국가의 거

주자도 아닌 이중비거주자(double non-resident)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회피(즉, 이중비과세)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중비거주자에 관한 사례는 뒤의 주 

1011 참조.     

82) 따라서, 제1항은 조세조약의 적용범위를 일방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로 규정한 

제1조의 예외가 되며, 제1항 제2문은 이러한 취지를 표현한 것이다. 

83) OECD 모델의 초창기인 1963년이나 1977년 모델에서는 '특히 거주성과 관련하여(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라는 문구가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고 회원국들

의 일관된 해석이 그러하였다. OECD 모델 주석서 제7문단. 그 후 OECD 논의에서 이

를 명문화시킬 필요성에 합의하였고, 1992년 개정 시 이 문구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Van Raad에 따르면, 이와 같이 거주성을 기준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가 명문화 

된 것은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즉,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인에 대해서만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토

록 조세조약에 규정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제1항의 '특히 거주성을 중심으로(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보다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한다. Van Raad, "Nondiscrimination in Taxation of 
Cross-border Income under the OECD Model and EC Treaty Rules: A Concise 
Comparison and Assessment" in A Tax Globalist: Essays in honor of Maarte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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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만약 어느 체약국이 자국의 국적자들을 거주성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

하여 가족부양에 따른 조세감경 혜택을 주는 경우, ‘거주자인 국적자’에게 주어지

는 이러한 혜택을 비거주자인 타방체약국 국적자에게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이들에게 ‘비거주자’라는 점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 거주자

인 자국 국적자와 동등한 혜택을 줄 수는 있다.84)(제8문단) 

   한편, 미국과 같이 국적자에 대해 전 세계 소득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는 국가

의 경우,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미국 국적자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제9문단) 이와 관련, 미국 모델은 미국의 조세목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

한 납세의무를 지는 미국의 시민은 미국의 비거주자인 타방체약국의 국민과는 

같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문장을 제1항에 추가하였다.85) 이와 같이 미국은 시민

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예외적인 국가이므로 미국시

민이 아닌 개인이 제24조 제1항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적다고 할 

수 있다.86)

   그렇다면, 공적기관(public bodies) 또는 민간의 비영리단체(not-for profit 

institutions)에 대하여 제1항을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는가? 이들 단체는 해당 

국가의 공공이익, 공공서비스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해 설립되고, 국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상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타방

체약국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까지 국적에 따른 차

별금지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국가의 공적기관 등이 민간 기업

과 같은 위치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수행한다면 이들 기관에 조세상 특별한 혜택

을 부여할 수는 없고 제1항이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제10~13문단) 

Ellis (Van Arendonk, Engelen & Jansen eds.), Online Books IBFD, 2005, ¶2.2. 

84) 유사한 예로 어느 국가가 조세피난처의 거주자인 외국인과 조세피난처가 아닌 국가

(제3국)의 거주자인 내국인을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양 비교대상이 같은 상황에 

있지 않으므로 국적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OECD 모델 주석서 제8문단 참

조(이하에서 OECD 모델의 조문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제24조를 말한

다).   

85) 이는 예를 들어, 제3국의 거주자인 타방체약국 국민에게 같은 제3국의 거주자인 미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혜택(배당소득세의 낮은 세율)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다. 미국 모델 해설서, p. 78-79. 제1항 제2문은 다음과 같다. 
    “However, for the purposes of United States taxation, United States nationals who 

are subject to tax on a worldwide basis are not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nationals of --------- who are not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86) Bennett, p.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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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이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

한 것과 관련, 외국 국적자에게 어떤 이유로 자국 국적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부

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87) 또한, 이 항은 조세부과를 위한 과세표준과 세액 산

정, 세율 및 신고·납부·기간에 관한 절차 모두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같이 취

급해야 한다는 뜻이다.(제14~15문단) 이와 관련, 미국 모델은 OECD 모델의 '다르

거나 더 과중한(other or more burdensome)'에서 'other or'를 삭제하였다. 그 이

유는 타방체약국 국민에게 '더 과중한(more burdensome)' 부담인지 여부가 중요

하므로 'other'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모델은 미국인에게 부과

되는 요건보다 더 과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

놓고 있다.88)  

   앞에서 본 대로 일방체약국의 국적자(nationals)는 자연인 외에, 법인, 파트너

쉽89) 또는 협회 등의 설립준거법이 그 체약국의 법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 특히 같은 거주자인 

경우에 설립준거법이 외국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90) 거주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등한 대우를 부

87) '다르거나 더 과중한 과세'의 해석 범위와 관련하여, 비교대상 타방체약국(the other 
State) 국민의 전반적인 대우(overall treatment)를 감안하여 약간의 차별은 정당화되

는 것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검토대상으로는 과세의 절차적 요건, 제1항과 일

방체약국에 과세를 허용하는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의 관계, 현금흐름의 불리함이 차

별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항이 보조금도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있다. 
OECD 모델(전체본), R(22)-39.

88) 미국 모델 해설서 p. 78. 그러나, OECD 모델에 있는 'other or'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더 과중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과세 또는 요건을 금

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과세 또는 요건의 적용으로 더 과중한 과세를 당했다는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져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Rust, "International Tax Neutrality 
and Non-Discrimination: A Legal Perspective" in Tax Treaties: Building Bridges 
between Law and Economics (Lang et al. eds.), Online Books IBFD, 2010, ¶ 2. 

89) 그러나, 파트너쉽과 같은 투시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ies)의 경우, 그 자체

로는 과세단체가 아니므로 국적에 따른 차별과세(즉,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기타 관련 요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파트너쉽의 구성원

이 파트너쉽 자체에 대한 국적상 차별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어느 국적자

(즉, 파트너)가 다른 국적자(즉, 파트너쉽)의 국적에 기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허용되

지 않는다. OECD 모델(전체본), R(22)-39. 반면, 파트너쉽의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등 파트너쉽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의 경우에는 OECD 모델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IFA), 
Non-discrimination at the crossroads of international taxation,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Volume 93a, 2008,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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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사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91)

   A국 국내법은 법인의 설립준거법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경우 거주자

로 보고, 외국에서 설립된 경우 비거주자로 본다. A-B국 조세조약은 OECD 모

델과 같으나, 법인의 이중 거주자의 판단기준은 설립준거법지이다. A국 국내

법은 A국 법인(즉, A국 설립법인)이 같은 국내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한다. 그러나, A국 법인이 B국에서 설립된 B국 법인에 지급한 배당

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항의 위반이 아니다. 

즉, 지급배당에 대한 익급불산입의 대상이 법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결정되

는데, 배당을 지급받는 A국 설립법인과 B국 설립법인은 거주지가 서로 달라 

같은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상황의 통상적인 판단기준이 거주성이기는 하나 거주성이 문제되

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상황의 판단요소가 되지 않는다.(제18문단) 그 한 예를 

아래에서 살펴본다.92) 

   A국 국내법은 설립준거법지에 따라 법인의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A-B국 조세

조약은 OECD 모델과 같으나, 제4조 제3항에서 어느 법인이 양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설립준거법지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A국의 급여세법(payroll tax law)

에 따르면 A국 거주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당해 회사의 거주지국에 관계

없이 급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나, A국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만 저율의 급여

세를 부과한다. 이런 경우 B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거주지에 무관하게 급

여세가 과세되나, A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비교하면 국적에 따라 차별적

으로 과세되며, 이러한 과세는 제1항의 위반이 되는 것이다.  

90) 국적은 같으나 거주성에 차이가 있는 법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OECD 모델을 

따르는 A국과 B국이 있다고 하자. X법인과 Y법인은 모두 A국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

되었으나, X법인은 A국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고, Y법인은 B국에 실질적 관리장소

가 있는 경우, X법인과 Y법인은 같은 국적이면서, 거주지국은 각각 A국과 B국으로 

다르게 된다. 

91) OECD 모델 주석서 제21문단 사례 2. 

92) Id. 제23문단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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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여부의 판단 기준인 '같은 상황'의 의미

에 대해 다룬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판례를 살펴보자. 

   < Saipem 사건93) >

   이 사건 원고인 영국 거주자인 Saipem UK사 및 동 회사의 영국 자회사인 

SEI는 각각 캐나다에서 고정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다가, Saipem UK가 자회사

인 SEI를 해산하여 흡수하면서, SEI의 캐나다 고정사업장의 결손금을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캐나다세법은 자회사가 

해산하여 모회사에 흡수되는 경우 두 회사 모두 '캐나다 거주성'을 중심으로 하

는 '캐나다법인(Canadian Corporation)94)'이면 이러한 결손금의 이전을 허용하였

는데, 캐나다 과세당국은 Saipem의 경우 이러한 '캐나다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SEI의 캐나다 고정사업장의 손실 이전을 부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캐나다법인

과는 달리 외국법인 간 해산 및 흡수합병 시 손실의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캐나

다세법에 따르면 어떤 법인이 캐나다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캐

나다 국적의 법인일 것을 요구하게 되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캐나다-영

국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95)(OECD 모델 제24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였다. 

   캐나다 조세법원은 캐나다세법상 '캐나다법인'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

였는데, 동 용어의 정의에서, 당해 시점에서 캐나다 거주자96)일 것과 동시에, 캐

나다 국적 또는 1971년부터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손실

이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캐나다법인이 반드시 '캐나다 국적'일 것을 요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동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원고(비국적·비거주 

93) Saipem UK Limited v. The Queen, 2011 TCC 25.

94) 캐나다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며, 이는 당해 사건 발생 시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

이라는 조건에 더하여, 캐나다에서 설립되거나(즉. 캐나다 국적의 법인이거나), 1971
년 6월 18일부터 당해 시점까지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95) 동 사건에서 원고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조항도 원용하였으나, 캐나다 조세법

원은 동 조항은 고정사업장 자체의 활동에 대한 과세에 적용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속

한 기업과 다른 기업과의 관계에 따른 손실의 이전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96) 캐나다세법상 법인의 거주성은 '관리와 통제(management and control)', 즉, 실질적 관

리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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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비국적·비거주 자회사를 가진 경우)와 같은 상황에 있는 법인은 캐나다 

국적의 비거주 법인으로 비거주 자회사를 둔 법인이라고 보고, 이와 같이 비교대

상인 비거주 법인은 상기 캐나다세법상 혜택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적에 따

른 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원심의 결론은 캐나다 항소법원에

서도 유지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거주성이 과세의 근거기준이 되어 있고, 따라서 거주성에서 차

이가 있는 외국 국적의 법인이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원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바, 캐나다 법원은 거주성 기준을 중심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 

   영국의 부동산 투자 전문 유한파트너쉽(LP)인 LaSalle Asia Recovory 

International I, II는 룩셈부르크법에 설립한 법인(LaSalle I, II)을 통하여 벨기에법

인을 설립하였다. 동 벨기에법인은 2002년 2월 국내에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설

립하고, 동 유동화전문회사는 국내기업과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

한 후 보유하다가 2004년 9월 영국법인인 원고에게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전

부를 매각하였다. 원고는 동 주식의 양수자로서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따

라 주식양도소득의 과세권이 양도자의 거주지국인 벨기에에 있다는 이유로 양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벨기에 법인들은 실질

적인 소득, 자산의 지배와 관리권이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

(conduit company)이므로 동 양도소득에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고 

그 양도소득이 영국의 LP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및 

구 법인세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의2호, 제93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등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

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문제, 법인세법

상 부동산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및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의 적용 문제 등이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차별금지원칙 외의 쟁점은 생략한다. 

   원고는 국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나 자산유동화회사와 같

은 특수 목적회사들은 상근인 임원과 직원을 두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임에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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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법에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벨기에 법인들도 벨기에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벨기에세법에 따라 관련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서류상의 회사도 아닌 인적·물적 자산

을 보유한 벨기에 법인들을 도관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한-벨 조세조약 제23조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 국적에 

근거한 세무상 차별은 금지되며 상호주의에 따라 어느 체약국 국민은 다른 국가

에서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 국민보다 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

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방 체약국 내에서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

한 상황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벨기에 법인들

과 같이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하여 한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외국법인들과 이러한 국내원천소득이 직접적으로 귀속되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의 자산유동화회사는 그 자체로 동일한 상황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공간된 판결문으로만 보면 원고가 한-벨기에 조

세조약 제23조 제1항(국적에 따른 차별금지)97)을 근거로 무차별조항 위반을 제기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벨기에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그 비

교대상인 국내의 자산유동화회사와는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결론

에 동의한다. 즉, 국내의 유동화전문회사는 도관회사이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배당을 손금산입하여 이중과세

를 방지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으므로,98) 이런 점에서 벨기에법인과 국내 자산유

동화회사는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2.4. 검토 

97) 이 항은 현행 OECD 모델과 달리 ‘특히 거주성을 기준으로(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라는 문구가 없다. 그 이유로는, OECD 모델 제1항에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이 1992년 개정인데, 한-벨기에 조세조약(1996년 발효)은 아마 그 전에 협상이 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8)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

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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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은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의 한계와 동시에 확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문이다. 즉, 제1항은 특히 거주성을 포함하여 같은 상황에 있는 국적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들을 국적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조항으로, 거주성이 과세의 

근거기준이 될 경우 거주성에 차이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국적에 따른 차별 문

제는 발생하지 않고, 거주성이 과세의 근거기준이 되지 않고 같은 상황에 있는 

두 국민이라면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과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문제를 국적이 아닌 거주성을 기준으로 다룬다. 따라서 

OECD 모델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적에 따른 차별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별

로 없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나 인적 공제는 본인에

게만 허용되는데,99) 이는 외국인의 비거주성(non-residence)을 감안한 제도이므로 

OECD 모델 제1항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개정(2009. 12. 31.)된100) 1세대1주택 장

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제121조 제2항 단서)에 대해 살펴보자. 동 

항의 개정에 따라, 현재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대 30%의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하고 있으며,101) 동 항의 개정 당시 취

지는 거주자의 주거생활의 안정 목적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차이를 두어 적

용토록 한 것으로, 이는 국적이 아닌 거주성을 고려한 차별 규정이므로 OECD 

99) 소득세법 제122조 참조.

100)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

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토록 규정하였다. 이 구 소득세법 조항과 달리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은 관련 조항에서 '1세대'의 의미를 거주자와 그 가족으로 정

하고 있었고, 당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962, 2008. 12. 10)도 이와 같

이 보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147 판결은, 일본 거주

자로 1세대1주택자인 원고가 당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주장한 사건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의 의미

를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승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

별공제혜택이 문제되자, 현행 규정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101) 동 규정에 대해 비거주자인 1세대1주택자가 낸 조세심판에서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

다. 관련 심판례는 조심2012서2297, 조심2012서1143, 조심2012서07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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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제1항의 위반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한편,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에서 단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상 취급을 다루

고 있는데,102) 이는 외국인으로서 국내거주자이나 국내 체류기간이 길지 않은 경

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분으

로 한정함으로써103) 오히려 거주자인 내국인에 비해 우대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와 관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재외동

포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으로 도입·시행된 

재외동포전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104)는 국내세법의 제․개정 시 차별금지원칙이 

고려된 사례이다. 이 제도는 그 적용대상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

동포로 한정하였으나, 재외동포의 범위에 재외국민(우리나라 국적자)과 외국국적

동포를 같이 포함하여105)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 위반 문제를 회피할 수 있었

102) 동 제도는 10년 중 5년 이하의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우수 외국 인력의 세부담을 

덜어 국내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8. 12. 26. 세법개정 시 신설되었으며, 동 조항

은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

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103) 이른바 송금기준과세(remittance based taxation)로, 일본과 영국에도 유사한 법제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송금기준과세의 경우 실제로 당해 거주자에게 송금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이

자·배당 등의 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당해 납세

자의 거주지국으로 송금되는 분에 한하여 원천지국에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혜택

을 주는 특칙을 두는 경우가 있다. OECD 모델 제1항 주석서 제26.1문단 및 한-영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 참조.   

104) 동 법 제91조의1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

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

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

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1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다.
     “①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란「소득세법」제120

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이 경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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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주성이 과세의 근거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의 판단에 핵심적인 요

소인데, 거주성이 과세의 근거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 이 항은 후술하는 제6항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이 통상·투자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어느 정도 수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 두고자 한다.106)   

2.3. 제2항(무국적자에 대한 차별금지)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2.3.1. OEEC의 논의

   이 항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이하 ‘뉴

욕협약’)107)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조문이다. 

2.3.2. 검토: 제2항의 실익

   제2항은 무국적자로서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대해 같은 상황에 있는 

당해 체약국의 국적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항

은 뉴욕협약 제29조 제1항에서 조세에 관하여 무국적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

른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

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

106) 이에 관한 논의는 뒤의 IV.1.2.1.라.참조. 

107)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360, p. 117. 이 협약은 2014년 2월 현재 우리나

라를 비롯하여 80개국이 가입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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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우하도록 규정108)한 부분을 감안한 조문이다.(제26문단) 

   현재 제2항에 관한 각국 법원의 판례는 없는 듯하다. 또한 제2항은 미국을 비

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조세조약의 표준 모델로 채택되지 않고 있고, 우

리나라도 원칙적으로 조세조약 체결 시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뉴욕협약 자체에서 충분히 무국적자에 대한 조세상 보호를 규정한 상태

에서 제2항은 더 나아가 뉴욕협약에서 보호하지 않는 무국적자(예를 들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아닌 기관의 보호를 받는 무국적자 및 당해 국가의 거주자로

서 국적자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무국적자 등)까지 보호하도록 해석되기 때

문인 것 같다.109) 

   아무튼 OECD 및 UN 모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은 상당수 국가들이 채

택하지 않으며, 조세조약 실무에서도 별로 의미가 없으므로 향후 모델조세조약 

개정 시에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4. 제3항(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 

   

2.4.1. OEEC의 논의 

   OEEC의 작업반은 과세상 주소(또는 기업의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허용되는

108)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impose upon stateless persons duties, 

charges or taxes, of any description whatsoever, other or higher than those 
which are or may be levied on their nationals in similar situations.” 

109) 아울러,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제2항은 무

국적자에게 뉴욕협약의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Rust,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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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업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나,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지국의 기업에 비

해 불리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논의하였다.110) 이에 대해서는 당시 

벨기에가 반대하였으나, 작업반은 고정사업장을 독립기업과 같이 취급하여 과세

토록 하는 규정이 이미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별금지조항도 

이러한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과세 규정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을 내국기업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11) 아울러,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의 예

외로서 원천지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대한 인적 공제 등이 추가되었다.112)        

2.4.2. 고정사업장의 과세   

   우선 제3항의 핵심용어인 고정사업장에 대해 살펴보자. 모델조약 제5조의 고

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고정된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로 정의된다.113) 더 쉬운 표현을 쓰자면, 고정사업장은 어느 체

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어떤 형태의 물리적 존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

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정성(fixed), 장소(place) 및 사업성(of business)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114) 첫째, 고

정성은 일정한 기간(통상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115)) 동안 물리적인 공간 또는 

地點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116) 둘째, 장소는 어떠한 공간, 시설 또

110) Bammens, ¶ II.4.3.2. 

111) Id. 

112) Id. 

113) OECD 모델 제5조 제1항이며, 다음과 같다.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114) 고정사업장의 과세제도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려면 그만한 

덩치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세무행정의 필요성에서 생겨났다고 본다. 즉, 고정된 

사업장이 없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납부하기도 어렵고 원천지국 과세당국

이 세금을 걷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가 원천지국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상당한 소득을 버는 정도에 이른 경우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고정

사업장 개념의 기본 취지이다. 이창희, "고정사업장의 과세", 조세법연구 제13집 제2
호, 2007, p. 217-218 참조.

115) OECD 모델 제5조 주석서 제6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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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비 등이 있고 그 점유자 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처분권한(disposal)117) 또

는 접근권(access)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사업성은 고정된 장소에서의 활

동이 기업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이는 대체로 기업의 

고용인과 같이 기업에 종속되는 사람을 통해 수행되며, 예비적․보조적인 성격의 

사업활동118)은 제외한다. 조세조약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과

세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No Taxation without PE),119) 고정사

업장의 존재 여부는 국제조세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아울러 제5조

는 고정사업장의 예시,120) 건설 고정사업장,121) 대리인 고정사업장122) 등에 관해

서도 규정한다. 

   이어서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business profits)에 대한 과세를 다루는 모델조

약 제7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제7조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

로 하여 과세한다는 원칙(이른바 귀속주의123))과 함께, 고정사업장(즉, 지점)을 본

116) 이러한 물리적인 공간 또는 지점의 고정성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 이동하는 활

동의 경우에는 상업적·지리적으로 일체성(commercial and geographical coherence)
을 가질 수 있으면 인정된다. Id. 제5.1문단 참조. 예를 들면, 도로의 건설을 위해 일

정한 지점을 계속 이어나가는 활동이 그러하다. 

117) 이러한 처분권한은 물리적인 공간, 시설 또는 장비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물론 불법적으로 점거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Id. 제4-4.1문단. 

118) OECD 모델 제5조 제4항에서 자산의 보관, 전시, 인도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예

시하고 있다. 

119) OECD 모델 제7조 제1항 제1문으로 다음과 같다.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120) 제5조 제2항으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등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121) 제5조 제3항으로,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치 작업에 대해 12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

우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122) 제5조 제5항으로,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갖지 않는 대리인을 동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기 위한 규정이다. 

123) 귀속주의(attribution rule)는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지 않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소득이 아니므로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제7조 제1항 제2문), 다음과 같다.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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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head office)과 별개의 독립적인 실체로 보고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124) 이러

한 제7조로 개정되기 전 2008년까지의 OECD 모델 제7조는 지점과 본점을 서로 

독립된 기업으로 보는 조항과, 지점을 본점의 일부로 보는 조항이 혼용되고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125) 즉, 종전 제7조의 일부 조항(특히, 제2항)

은 고정사업장과 본점 간의 관계를 적어도 과세목적상으로는 별개의 실체로 보

는(separate entity) 입장인 반면, 또 다른 조항들은 고정사업장을 본점과 동일체

로(single entity) 보는 것처럼 해석되어126) 전체 조문의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

어 있었다. 고정사업장 개념과 귀속주의 과세원칙(attribution principle)의 정착에

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소득귀속 방법에 대한 각국의 해석과 과세실무상 차이

로, 이중과세 또는 비과세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OECD는 1998년 공식 작업을 개시하여 10년만인 2008

년 6월 일반론, 은행업, 글로벌 거래 및 보험업 등 4부분으로 구성된「고정사업

장 소득귀속(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 보고서」를  완성

하였고, 동 보고서 내용을 2단계에 걸쳐127) 모델조약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paragraph 2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른바 

磁力主義(force of attraction)가 있으며, 이는 어느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고정사업장과 연관된 소득으

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UN 모델 제7조 제1항에서는 제한된 형태의 자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24) 2010년 OECD 모델 제7조 제2항으로 다음과 같다.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d Article [23 A] [23B],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in each Contracting Stat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the profits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n particular in 
its dealings with other parts of the enterprise, if it were a separate and 
independent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functions performed, assets used 
and risks assumed by the enterprise throug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hrough the other parts of the enterprise."

125) 고정사업장 과세에 대한 독립기업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이창희, 
앞의 글(주 114), p. 249-256 참조.

126) 대체로 종전 제7조 제3항(관련점 경비배부), 제4항(관례적인 이윤 배분), 제5항(단순구

입 비과세), 제6항(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귀속 이윤 결정)이 이에 해당한다. 

127) 우선 1단계로서, OECD는 보고서 내용 중 종전(즉, 2005년 모델조약) 제7조와 해석

상 상충되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여 2008년 제7조 주석 부분을 개정하였다. 제2단계

는 이 보고서 내용을 2010년 모델조약 제7조 본문과 주석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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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7조 제2항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기능(function), 사용된 자산(asset), 

부담한 위험(risk)을 감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그러한 행위에 종

사하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128) 발생하는 소득이 고정사업장

에 귀속된다고 하고 있다. 이 조항은 OECD 모델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모․자회

사와 같은 특수관계기업 간 독립기업원칙을 본․지점 간에도 적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더 나아가, 제7조 제3항은 독립기업원칙(제2항) 적용에 따른 일반적이고 포괄

적인 대응조정 및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규정한다. 이는 사실상 OECD 모델 제9

조 제2항(특수관계기업 간 이전가격 대응조정)을 본·지점 간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OECD 주석서는 관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129)

 R국 소재 R사는 S국 소재 자사 PE에 제품을 공급한다. PE 귀속이윤 결정 관
련, R사의 자료는 PE에 대한 제품공급을 관념상 90원의 판매 거래로 기록하였
다. 동 거래금액에 대하여 S국은 이를 인정하나, R국은 국내법과 제7조 제2항 해
석상 요구되는 금액보다 낮다고 판단, 110원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함에 따라(1차 
조정), 차액 20원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제3항의 취지는, R국의 과세가 제7조 2항에 부합하는 한, 이에 따라 발생하
는 이중과세에 대해 S국이 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을 한다는 것이
다. 만약 S국이 동 대응조정에 이견을 보이는 경우, 상호협의 또는 상호합의절차
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토록 한다.

S 국 R 국

R 사P E
제품공급

(R국은 110원으로 과세)

(R사 帳簿價 90원, S국 인정)
※ 차액 20원에 대해서 이중과세 발생
→ S국이 대응조정(거래금액 인상 조정)

                          
    

   

의 논의를 종결하게 되었다.

128) 이것은 일종의 법적 의제(legal fiction)이다.

129) OECD 모델 제7조 주석서 제55-56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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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정된 OECD 모델 제7조에 따라 앞으로의 고정사업장 과세에 어

떤 영향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아직 많은 OECD 국가들이 국내

법과 조세조약에 개정 제7조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UN 모델은 여전히 종전의 

제7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30) 

2.4.3. 차별금지의 기본 구조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에 대해, 제24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

약국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 기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원칙과(제1문),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민사상 

지위 또는 가족부양의무 등에 따라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상 혜택은 비거주

자에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제2문). 

   제3항 제1문에서 다루는 차별은 기업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같은 활동부문에 

속하는 거주자인 기업과 비교하여 비거주자인 타방체약국의 유사한 설립형태의 

기업131)에 대해 그 존재 장소(actual situs)에 따른 과세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

이다.(제33, 35, 37문단)

   제3항 제1문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이유로 비거주자를 거주자와 다르게 

과세하더라도 과세의 결과가 비거주자에게 더 과중하지 않으면 차별과세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32) 즉, 제3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OECD 모델 제7

조 제2항에서 고정사업장의 소득귀속을 위해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고정사업장에 특별한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130) 달리 말하면, 고정사업장의 과세는, 사업소득의 범위, 고정사업장 귀속 거래, 공제받

는 비용의 범위, 독립기업원칙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칙이 형성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제조세가 국가 간 과세권을 둘러싼 국제정치의 현실

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창희, 앞의 글(주 114), p. 257 참조.

131) 예컨대, 비거주자인 개인이 운영하는 고정사업장(즉, 개인사업체로 소득세 과세)과 

동 고정사업장 소재국의 거주자인 회사(즉, 법인세 과세)를 같은 세율로 과세할 필

요는 없다. OECD 모델 주석서 제37문단.

132) 미국 모델 해설서는 외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대해 거주자인 기업과 다른 정보제

공 요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하는 것은 제2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 

모델 해설서,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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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제34문단) 

   제3항 제2문은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인적 공제 

및 가족부양에 따른 감면 등의 혜택을 비거주자인 개인에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다.133)(제36문단) 한편, 미국 모델의 경우 OECD 모

델과 달리 인적 공제 및 감면에 관한 예외인 제2문을 별도의 제3항으로 두는

데,134) 거주자에 대한 인적 공제나 감면에 대한 적용 배제는 고정사업장뿐만 아

니라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즉, 제1항)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한 점에서 

OECD 모델과 차이가 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국적자)는 어느 나라에 거주하든

지 미국 거주자와 같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라 하

겠다.  

   같은 활동(same activities)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업종에 대한 규제의 존재여

부를 해석기준으로 본다. 예를 들어 금전의 여수신업에 종사하나 은행으로 등록

되지 않은 고정사업장과 고정사업장 소재국의 국내 은행은 같은 활동을 수행하

는 것으로 보지 않고, 국가에 의해 규제되는 공적기구(public bodies)와 그렇지 

않은 고정사업장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제38문단) 

   아래에서는, 실질적으로 본점과 법적으로 별개의 실체가 아니고 본점의 일부

라는 고정사업장의 특수한 성격에서 발생하는 고정사업장 차별금지원칙의 여러 

쟁점들을 살펴본다.  

2.4.4. '조세의 부과'의 외연

   조세의 부과에 관한 고정사업장과 국내기업에 대한 동등대우의 원칙은 비용

공제,135) 감가상각 및 준비금(depreciation and reserves), 결손금의 이월 또는 소

133) OECD 모델 주석서 제36문단은 이와 같이 인적 공제 등의 혜택을 부인하는 근거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고정사업장 소재

지국에서도 유사한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가능성을 들고 있다. 다만, 동 주석서는 

비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고정사업장 소재지의 소득 규모의 비중을 고려하

여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국내법에서 인적 공제 또는 감면을 부여할 가능성을 열

어두고 있다.  

134)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that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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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carry forward or backward) 공제, 자산의 양도소득 등에 적용된다.(제40문단) 

   이러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비용공제 및 손실의 공제·이월에 관한 미국과 독일

의 판례를 보자.

   <Natwest 사건136)> 

   이 사건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에서 다루어진 가장 유명

한 사건 중의 하나이며, 차별금지조항의 해석 문제도 쟁점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

기에 소개한다. 원고 Natwest(National Westminster Bank)는 영국의 은행으로 미

국에 지점을 갖고 있었는데 1981~1987년 과세연도에 대한 미국 내 법인세 신고 

시 고정사업장의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과세를 규정한 미-영 조세조약(1975년) 제

7조에 따라 미국 지점의 장부상 자본과 부채에 기초하여 지점에서 본점에 지급

한 이자를 손금산입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이

자비용을 재무부시행령 1.882-5항의 공식(formula)137)에 따라 재계산하여 그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하였다.

   이에 원고는 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1995년 연방청구법원(federal claims 

court)에 제소하여 승소하였고, 이어진 세 차례의 쟁송에서도 원고가 모두 승리

하였다.138)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미국 재무부 시행령 1.882-5항이 1975년 미-

영 조세조약 제7조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동 항이 미-영 조

세조약 제7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으며,139) 그 이전 사건140)에서 연방청구법원

135) 고정사업장의 비용공제에 관해서는 고정사업장의 이익을 위해 지출된 직접적·간접적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급되

는 임금은 고정사업장의 직접비용으로, 고정사업장의 경영관리를 위해 본점에서 지

출된 간접경비(overhead expenses)는 고정사업장의 관념적인(notional) 비용으로 공

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 공제에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기업과 차별이 있어서

는 안 된다. OECD 모델 제7조 주석서 제33-34문단 참조.  

136) National Westminster Bank, PLC. v. United States, 512 F.3d 1347 (Fed. Cir. 2008). 

137) 동 항은 외국은행 미국 지점의 이자비용 공제에 관하여, 1) 과세연도의 미국 내 자

산을 결정하고, 2) 은행의 전 세계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에 따라 미국 내 부채를 

귀속시켜, 3) 동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산하는 3 단계 공식을 규정하였다. 

138) 이들 사건을 Natwest I, II, III, IV라고 한다.

139) 구체적으로 동 법원은 미-영 조세조약의 문언에 충실하게 원고 은행지점을 별도의 

기업으로 보고, 동 지점이 기업전체의 여타 실체와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거래하도록 

취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지법인과 같은 규제와 자본금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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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기 재무부 시행령의 공식에 따라 영국 은행 미국지점의 공제 가능한 이자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처분을 받지 않는 국내 은행과 비교하여 고정사업

장 과세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141)    

   < 독일 조세법원 1998. 4. 22. 판결142) >

   이 사건 원고는 필리핀 항공사로 독일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독일-필리핀 간 

국제운수업을 영위하였다. 당시 독일-필리핀 조세조약 제8조 제2항은 국제운수기

업의 거주지국에만 국제운수소득의 과세권을 부여하는 OECD 모델과 달리, 국제

운수소득의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하되 원천지국 총매출액의 1.5%를 한도로 과세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당시 독일 국내세법은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달리 독일원천소득에 대한 순이익을 독일 내 매출액의 5%로 간주하

여 과세하고(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액의 상한은 적용), 손실의 공제나 이월

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러한 독일의 조세제도는 비교가능한 상

황에 있는 독일 기업에 비해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조세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정사업장의 전반적인 조세부담과 국내의 유

사기업의 과세를 비교하여, 고정사업장에 대한 총액기준으로 과세의 상한을 두었

더라도, 국내 기업에는 허용되는 손실의 공제나 이월이 고정사업장에는 허용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을 불리하게 대우하였으므로,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동 법원은 독일-필리핀 조세조약 제8조와 제25조

의 관계에 대해, 제8조 제2항은 원천징수세나 총액기준 과세가 아니라 단지 원천

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상한을 둔 것으로, 제25조 제2항의 고정사업장 차별금

지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조세조약의 국제운수소득 조문에서 원천지국의 총액기준 과세한도

를 정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지국의 과세가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조항과 

충돌하게 되는 사례로, 양 조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쟁점이었는바, 

니며, 지점의 장부에 기초하여 이윤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40) 58 Fed. Cl. 491(2003). 

141) Id. p. 20-23; Bennett, p. 448-449. 

142) IR 54/96, BFHE 186, 89. 이 판례의 소개는 Bammens, ¶ 7.2.2.1.4. 및 IBFD의 Tax 
Treaty Case Law(http://www.ibfd.org/IBFD-Products/Tax-Treaty-Case-Law)의 영문 

판례요약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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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일 기업보다 차별적으로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차별금지조항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한 판결의 결

론에 찬성한다.

   한편, 위에서 본 동등대우 원칙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

문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예컨대, 그룹기업 간의 연결납세, 손실의 이전 또는 자산의 이전과 같이 어느 

기업과 다른 기업의 관계에 터잡은 규정들은 대체로 국내 그룹기업의 납세순응

과 조세행정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기업의 활동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므

로 고정사업장에까지 적용될 성질이 아니다.143) 같은 이유로 거주자인 기업의 이

익분배에 관한 규정도 고정사업장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144) 고정사업장에 

동등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제41문단)

   아울러, 고정사업장과 본점 간 내부거래(transfer)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나,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기업의 내부거래에는 이러한 원

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제3항의 위반이 아니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독립기업원

칙의 적용은 제7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제24조 제3항 해

석의 맥락(context)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OECD 모델 제9조에서 국내기업

과 외국의 특수관계기업 간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을 규정하므로 같은 논리에서 

고정사업장에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제42문단)

   또한, 산업 집중의 완화, 낙후지역 개발, 신성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고정사

업장 소재지국의 조세특례(tax incentives)제도가 고정사업장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조세특례제도 역시, 소재지국법에 따른 조세특례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사업활동에 참가할 

권한을 국내법이나 국제협정(통상․투자협정)145)에 의해 부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43) 앞에서 본 Saipem 사건의 경우도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원용되기는 하였으

나, 기본적으로 영국 모회사와 영국 자회사가 각각 캐나다에 갖고 있는 고정사업장

은 외국법인의 일부이므로 국내 그룹기업 간에만 적용되는 손실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임을 상기하라. 

144) 즉, 고정사업장은 그 자체로 이익의 분배기능이 없으므로 이익분배를 하는 국내기업

과 동등한 취급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OECD 모델 주석서 제59문단 참조. 

145) 여기서 통상·투자협정은 서비스·투자 부문의 양허 및 이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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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46)(제43-45문단)

   반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보호 등에 관련된 일부 활동에 따른 조세혜택은 

국내기업에만 한정되고 비거주기업은 이러한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혜택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non-profit 

institutions)에 적용되는 조세상 우대조치도 타방체약국의 유사기관이 국내에 설

립한 고정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46, 47문단)

   여기서 고정사업장과 본점 간 내부거래(본점경비의 배부)를 다룬 우리 대법원

의 판례를 살펴보자.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 

   원고는 프랑스 은행(본점)으로 국내에 지점을 갖고 있었다. 동 은행은 본점의 

비용 중 지점과 관련한 경비를 배부하여 이에 사업연도 말 환율을 적용하여 외

화로 지급하고, 미지급 본점경비를 화폐성 외화부채로 인식하여 외화평가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소득금액계산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구 법인세법 기본통

칙(6-1-33…54)147)에 따라 본점경비 배부 시 외화의 원화 환산방법으로 연평균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고 법인이 환산 차이 및 미지급 본점경비의 외환평가손 

및 외환차손으로 계상한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다.(그 외에 지

점세 대상 소득금액,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다른 쟁점이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생략한다.) 

   여기서 원고는 내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

을 상환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에 실제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환산된 

원화 액수를 당연히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국세청의 처분은 

프랑스 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내국법인보다 불리하게 비용을 과소 인정하여 

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 한-불 조세협약 제24조 소정의 무차별원칙

146)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혜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재지국 기업

에 요구되는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Id. 제45문단. 

147) 현재 이 규정은 삭제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항으로 반영되어 있고, 동 

조문은 다음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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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국적 및 고정사업장 무차별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불 조세협약상 무차별원칙은 “일방국의 국민 또는 기

업이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정한 것인데, 내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송

금하는 경우는 서울지점이 이 사건 본점경비 배부액을 송금하는 경우와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점경비 

배부액을 연평균 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만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서울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있다

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한-불조세협약 제24조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원심이나 대법원의 판결에서 원고의 본점경비 배부와 관련하여 내국

법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거나 또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

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판결의 논리를 이해하기가 쉽

지 않다. 다만 추정컨대, 대법원 판결에서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국내지점에 배

부된 본점경비배부액은 대외적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법인 본점에 실제로 송금하지 않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본점경비 배부액은 제3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화폐성 외화부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경비배부의 원인인 내부

거래는 내국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인과 거래하는 경우와는 비교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이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면,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조문과, '동일한 상황 또는 동일한 활동'의 해석 

문제에 관한 판결의 당부를 살펴보자. 우선 본점경비의 배부에 관한 조세조약 및 

국내법 규정을 보면, 한-불 조세조약 제7조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

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148)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148)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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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

1호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 계산에 관하여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

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당시 OECD 모델 주석서를 보면, “제7조 제3항은 본점경비의 고정사

업장에 대한 배부에 관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어떤 경비를 고

정사업장에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한 것이며, 이러한 경비의 실제 공

제요건에 대해서는, 제24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국의 

국내법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한다.149) 그러면, 결국 쟁점은 본점에서 발생한 공

통경비(경영지원경비)의 원인이 된 본점의 경영지원을 고정사업장이 제공받은 경

우와 국내기업이 제3자인 외국기업에서 받은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를 

'동일한 상황 또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한-불 조세조약 제7조는 종전 OECD 모델(즉, 2008년 이전 모델)과 같이, 일

관되지는 않지만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본·지점 간 거래를 상정하고 있고, 따라서 

국내의 다른 기업이 외국의 제3자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산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감안하면 본점경비의 배부이든 국내의 다른 기업이 

독립적 제3자와 거래하는 데 따른 지급금이든 양자를 ‘동일한 상황 또는 활동’으

로 보아 차별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손금산입 기준에 차이를 둔 국내세법 

규정은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동일한 상황 또는 활동’에 대

한 상세한 분석을 내놓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2.4.5. 고정사업장이 보유한 지분에 따라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상 차이

   많은 나라에서 모-자회사 간 배당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특별한 규정을 두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149) 2008년 OECD 모델 제7조 주석서 제30문단 참조. 위에서 본 OECD 모델 제24조 주

석서 제40문단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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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고정사업장이 그 소재국 내에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고정사업장의 자

산으로 보유하는 경우150)에도 동 소재지국의 모회사와 같은 과세상 취급을 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제48문단) 아래에서 고정사업장이 받는 배

당에 대한 차별과세 문제를 다룬 독일 판례를 보자.

   < 독일 조세법원 2005. 3. 10. 판결151) >

   이 사건 원고는 미국법인으로 독일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었는데, 동 고정사

업장은 수 개의 독일법인들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독일세법

은 독일법인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들에게 지분참여공제(participation exemption), 즉,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을 부인하였

다. 이에 원고는 독일세법상 지분참여공제제도가 독일-미국 간 조세조약상 고정

사업장 차별금지조항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과세당국은 동 제도가 독일 

거주자인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독일 지주회사인 주주가 배당받는 경우 이

를 과세하면 동 지주회사의 주주에게 3중으로 부유세(net wealth tax)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며, 독일 고정사업장의 미국 본점의 주주에게는 이러한 중복 과세

의 위험이 없으므로 독일 거주자인 주주와는 비교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독일 조세법원은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은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고

정사업장이 국내기업과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활동을 한다면 본점 기업의 과세

문제와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의 과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므로, 이 사건 독일

조세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독일세법 규정의 목적을 근거로 고정사업장에 

독일세법상 혜택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독일 조세법원은 고정사업장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 거주자인 

기업과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러한 독일 법원의 태

150) 고정사업장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

된다. 첫째, 은행 및 보험사의 지점 등이 소재지국의 법적 규제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하는 경우, 둘째, 고정사업장과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

을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본점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 같음에 따라 편의상 보유하

는 경우, 셋째, 현실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경영기능이 분산되어 고정사업장이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이다. OECD 모델 주석서 제52문단. 

151) II R 51/03. 이 판례의 소개는 IBFD Tax Treaty Case Law의 영문 판례요약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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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대체로 유럽의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152)  

   위의 독일 판례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 받는 배당의 과세에 대한 차별금

지에는 찬반 주장이 엇갈린다. 

   우선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법인 간 배당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은 

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이라고 달

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이중과세 방지의무를 고정사업장의 

본점 소재지국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153)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고정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국에서는 통상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를 면제하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자회사와 고정사업장에 대한 원천지국의 두 번

의 과세액을 본점 소재지국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줄 수 있을 만큼 과세하

지는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제49문단) 

   반면에 고정사업장에 대한 위와 같은 특별한 취급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법

인 간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는 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154)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배당의 수취자인 본점의 소재지

에서 그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모회사의 수

취 단계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가 결국 모회사의 배당 시 주주단계에서는 과세

가 되나, 고정사업장은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므로 그러한 2차 배당에 대해 소재지

국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권의 일실을 가져오고, 조세회피목적으로 고정사

업장에 주식지분을 이전하는 위험도 발생한다는 것이다.(제50문단)155)  

   고정사업장의 지분 보유에 대한 이런 입장 차이에 따라, 실제로 조세조약 협

152) Bennett, p. 451-452 참조. 

153) 뒤의 III.5.1.2.라.에서 다루는 ECJ의 Avoir Fiscal 사건도 이러한 고정사업장이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의 차별금지 문제를 다루었으며, 동 사건에서 ECJ는 EU법의 설립

의 자유에 따라 고정사업장에도 이러한 배당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154) 일반적으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은 주주단계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 다시 과세

되어 같은 소득이 서로 다른 인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며, 이를 경제적 이중과세라고 

한다. OECD 모델 제9조와 OECD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지침에서 다루는 특수관계기

업 간 이전가격 문제도 이러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55) 일각에서는 법인 간 배당의 과세특례가 모회사가 배당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

는 경우,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일부로서 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주

자인 기업보다 오히려 고정사업장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OECD 모델 주석서 제50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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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협상 상대국들은 의정서(protocol)나 조약의 첨부 문서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합의를 해 둘 필요성이 있다. 위의 두 번째 입장에서 볼 때 한 가지 해결

책으로는 원천지국 법인으로부터 고정사업장이 받는 배당에 대해 타방체약국의 

법인이 직접 받는 배당과 마찬가지로 제한세율(25% 이상 지분보유의 경우 5%, 

기타 15%)을 적용하여,156) 마치 본점이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

고, 이렇게 되면 고정사업장 형태의 진출과 자회사 형태의 진출 간 조세의 중립

성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제52, 53문단)

   국내법상 고정사업장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할 수 없도

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배당을 받거나 본점 회사가 직접 배당을 

받거나에 관계없이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가 같다는 조건으로 법인 간 배당의 과

세특례를 고정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제54문단) 

2.4.6. 조세의 구조와 세율

   고정사업장은 외국에 있는 본점의 일부인데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기업에 적

용되는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제55문단) 

   가령, 우리나라처럼 누진적 세율로 법인세를 매기는 나라가 있다. 이 때 고정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도 본점을 비롯한 전체기업의 소득을 고려하여 누진세율

을 적용하는 것은 동등대우 원칙의 위반이 아니며,157) 조세조약 협상 당사국들은 

누진세율 적용과 관련, 고정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안에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에 최저세율(minimum rate)을 적용하는 세법이 있다면, 그러

한 세율이 동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고, 고정사업장에 누진

세율을 적용한 경우보다 최저세율이 높은 경우에 제3항 위반의 문제가 된다.(제

56-57문단)

   그러나, 이러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누진적 과세 또는 최저세율도 모델조약 제

156) 이를 위해 OECD 모델 제10조 제2항과 제4항의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 Id. 제52문단.  

157) OECD의 보고서는 이와 관련, 제3항은 기업(본점) 전체에 대한 과세가 아닌 ‘고정사

업장의 활동’에 대한 과세를 다루므로 기업 전체의 소득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 소

재지국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누진적 

과세는 OECD 모델 제23조에서 인정하는 ‘누진방식의 소득면제(Exemption with 
progression)’의 연장선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그러한 과세가 고정사업장에 귀속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OECD 
모델(전체본), R(22)-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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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제2항의 독립기업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즉, 전체기업의 소득이 고정

사업장의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누진세율 또는 최저세

율을 적용할 수 있다.(제58문단)

   여기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과세와 관련하여, 고정사업

장이 소속된 기업의 전체소득이 고정사업장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고정사업

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앞의 제58문단), 

동 주석서 제56문단에서 전체 기업의 소득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에 누진적 과

세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이 자국이 편리한 대로 

고정사업장에 대해 더 많은 과세를 하도록 합리화시켜 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

다. 더 큰 의문은 전체 기업의 소득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에 누진과세를 허용하

는 것이 2010년 OECD 모델 제7조에서 고정사업장을 본점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보는 공인된 접근방법(Authorized OECD Approach)을 채택한 것에 비

추어 과연 타당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제7조의 해석론으로는, 고정사업장을 

본점과는 별개의 실체로 간주하여 제9조의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여 각각의 과

세소득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데, 제24조 제3항의 해석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업의 소득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158) 이러한 문

제는 결국 위의 독일 조세법원의 판례(1998. 4. 22.)에서 보았듯이 조세조약의 소

득구분(distributive rules)과 차별금지조항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이어

지며, 자세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는다.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상 취급을 다루고 

있으므로, 제3항 제2문의 인적 공제에 대한 적용배제와 같은 맥락에서, 본점 기

업의 배당에 대한 과세 문제는 제3항의 적용과 무관하다.159) 선납법인세(advance 

corporate tax)160),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 등 법인과 주주 단계를 통

158) 또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을 별개

의 실체로 보아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객체로 볼 것인지의 문

제도 제기된다. 이창희, 앞의 글(주 114), p. 247.

159) 그러나, OECD의 이러한 해석은 고정사업장 자체를 차별금지 대상으로 보는데서 비

롯된 것으로, 차별금지의 대상을 본점 기업으로 본다면 고정사업장의 소득뿐만 아니

라 이로 인한 본점기업의 배당까지도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

다. Rust, ¶ 5.3. 

160)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 선납분으로 원

천징수하여 법인세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1973년-1999년 간 영국에서 채



- 57 -

합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이와 같이 제3항의 적용과 무관한 예이다.(제59문단)  

   고정사업장에 대해 거주자인 기업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지점세(branch 

tax)'가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조세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위반문제가 발생한다.(제60문단) 

   실제로 이런 문제를 감안하여 미국 모델 제10조 제8항은 지점세(branch 

profits tax)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161) 이 지점세는 1986년 미국세법 제884조

에 도입되었고, 그 후 미국의 조세조약에 반영된 것으로,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또는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

한 후, 정해진 산식162)에 따라 계산된 ‘배당상당금액(dividend equivalent 

amount)’에 조세조약상 배당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163)된다. 위의 OECD 모델 

주석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지점세는 그 자체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을 내국

법인보다 무겁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조약의 위반이 된다.164) 미국은 이러한 지점

세를 차별금지조항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165) 지점세가 조세조약의 무효화(tax 

treaty override)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하였다. 아무튼 미국이 지점세를 

도입한 이래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조세조약에 

지점세를 규정하고 있다.166)      

   지점세와는 별개로 지점이자세(branch level interest tax) 명목으로 과세하는 

택되었다. 뒤의 주 248에서 다시 설명한다.

161) 미국은 OECD 모델에서도 차별금지조문에서 지점세를 적용할 권리를 유보하였다. 
OECD 모델 주석서 제87문단. 

162)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earnings and profits)에서 

미국 내 순자산의 증가분을 빼고 미국 내 순자산의 감소분을 더한 금액이다. 

163) 여기서 과세는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의 송금 시에 발생한다. 

164) 이창희, 앞의 책(주 5), p. 693에서 재인용.

165) 원문은 다음과 같다. 
     “6.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either Contracting 

State from imposing a tax as described in paragraph 8 of Article 10 
(Dividends).” 

166) 우리나라의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모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필리핀, 프랑스, 호

주 및 태국 등 9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5-15%의 세율로 지점세의 과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에 지점세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정책이라

고는 할 수 없고, 조약상대국이 지점세를 조약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상호

주의를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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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있다.167) 지점이자세는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되

는 이자를 지급받는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제3항의 적용문제는 발생하

지 않는다.168) 다만, 이러한 이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모델 제7조

(사업소득) 또는 제11조(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제61문단)

2.4.7. 고정사업장이 받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제10, 11, 12조에서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

국으로부터 각각 배당(dividends), 이자(interests), 사용료(royalties)를 지급받는 경

우 그러한 소득의 원천지국인 타방체약국이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의 한도(즉, 제

한세율) 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들 소득을 흔히 투자소득이라 부

르기도 하며, 국제거래에 따른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양자 간 조세조약 

협상에 있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주로 대립하는 분야이다. OECD 모델은 배당의 

경우 회사 자본의 25% 이상 보유 시 낮은 제한세율(5%), 기타 포트폴리오 투자

에 따른 배당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의 제한세율을 제시하며, 사용료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에서 면세

를 규정한다169).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를 받는 주식, 채권 또는 지적재

산권을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이러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가 고정사업장과 실

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OECD 모델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

항에 따라서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170) 이에 따라, 이들 고정사업장

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의 한도(즉, 제한세율)에 관계없이 원천지

167) 미국이 대표적인 예로, 미국세법 제884(f)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68) IRS Notice 89-80(1989.7.6.), 1989-2 CB 394, 397 참조.  

169) 사용료의 경우 OECD 모델이 거주지국 과세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세조약을 체

결하고 있다.  

170) 가령, 제10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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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다.(제62, 63문단) 

   이러한 원천징수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모두 적용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

으나, 비거주자(즉, 고정사업장)에게만 적용된다면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되는 거

주자와 비교하여 제3항의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협상 시 유

의하여야 한다.(제64~66문단) 그러나, 미국 모델 해설서는, 어느 파트너쉽의 미국 

내 영업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발생한 경우(즉, 고정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파트너쉽의 구성원인 외국의 파트너에 배분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미국세법 제1446조가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에 해

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171) 그 이유는 첫째, 제1446조가 파트너

쉽의 설립지가 미국이든 외국이든 불문하고 외국의 파트너에 적용되며, 둘째, 이

러한 원천징수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와 같은 취지에서 미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는 인으로부터 합리적인 조세징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172) 

2.4.8. 제3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 연장 문제 

   먼저,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 방지 방법을 규정한 제23조는 국가에 따라 외국

소득면제방식(exemption method)과 외국세액공제방식(credit method)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득면제방식은 배당과 이자 등 일부 소득은 제외하고 타

방체약국(즉,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갖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면제하는 것이다.173) 한편, 세액공제방식은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금을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

는 것으로, 공제될 세액은 일반적으로 거주지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않

는다.174) 고정사업장이 제3국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차

별금지와 관련하여 OECD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국원천소득이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재

지국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자국 거주자인 기업과 동일하게 고정사업

171) 미국 모델 해설서, p. 79.

172) Id. 

173) OECD 모델 제23B조 참조.

174) OECD 모델 제23A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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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제67문단)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고

정사업장이 제3국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를 수취하고 제3국에서 세금을 납부

한 경우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이를 고정사업장의 세금에서 공제해 주어야 하

는지, 공제한다면 그 정도는 얼마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제68, 69문단) 

   이 문제는 고정사업장을 포함한 3면 관계(triangular tax cases)로 흔히 다루어

지는데, 이 경우 이중과세의 해소가 필요하며, 다수의 회원국에서는 국내법이나 

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준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본점 소재지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이 고정사업장 소재지

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후자의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에서 공제하도록 한다.(제70문단)  

   또한 이러한 3면 관계에서 고정사업장이 조세회피를 위해 이용되는 것을 방

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고정사업장의 본점 소재지국이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의 소재지

국이 저세율 국가이고, 제3국에서 발생하는 고정사업장의 소득 역시 고정사업장

의 본점 소재지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제한세율로 과세된다고 할 

때(또는 제3국 자체가 조세피난처일수도 있다), 이 고정사업장은 아예 과세되지 

않거나 또는 저율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175)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사

업장의 본점 소재지국과 제3국은 양자 간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

에서 정상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구성할 수 있다.(제71문단)176)    

175)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본점은 주식, 채권, 특허권 등 자산을 고정사업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생길 것이다. OECD 모델 주석서 제71문단 참조. 

176)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문을 만든 것이 미국-벨기에 간 개정조세조

약(2006년) 제21조(혜택의 제한) 제6항이다. 동 조항은 고정사업장을 이용한 3국 간 

거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3국 거래에 따른 조세가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벨기에 본점이 직접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의 조세의 60% 미만이면, 미국은 이

자와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15%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6.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where an enterprise 

of Belgium derives interest, or royalti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income 
consisting of such interest, or royalties is exempt from taxation in Belgium 
because it is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at enterprise has 
in a third state, the tax benefits that would otherwise apply under the othe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ll not apply to such income if the tax that is 
actually paid with respect to such income in the third state is less than 60 
percent of the tax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in Belgium if the incom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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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를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제3국과 체

결한 조세조약에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

론 제3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 연장문제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더욱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3국 조세조약의 혜택을 고정사업장에 부여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OECD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77) 

이에 대해서는 ECJ가 Saint-Gobain 사건에서 다룬 적이 있으며, 뒤의 III.5.1.3.나.

에서 다시 보기로 한다. 

2.4.9. 우리나라 세법의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각각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

내원천소득 과세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그 이외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모든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한다.178) 이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

산,179) 신고․납부,180)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181)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earned in Belgium by the enterprise and were not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third state. Any interest or royalties to which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apply may be taxed in the United States at a rate that shall 
not exceed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thereof.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if: 

      a) in the case of interest, as defined in Article 11 (Interest), the income from 
the United States is derived in connection with, or is incidental to, the activ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carried on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third state (other than the business of making, managing, or simply 
holding investments for the enterprise’s own account, unless these activities are 
banking, or securities activities carried on by a bank, or registered securities 
dealer); or

      b) in the case of royalties, as defined in Article 12 (Royalties), the royalties are 
received as compens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tangible 
property produced or developed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tself.“ 

177) Rust, ¶ 5.3. 

178)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참조. 

179) 소득세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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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한다.

   또한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각 사

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 규정을 준용하

고,182) 이러한 국내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등에 대

하여도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183)

   다만, OECD 모델 제24조 제3항 제2문의 규정과 유사하게, 소득세법 제122조

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 동 법 제51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동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184) 

2.5. 제4항(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6 of 

Article 11, or paragraph 4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2.5.1. 도입 배경

180) 소득세법 제124조.

181) 소득세법 제125조. 

182)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에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의 특례규정이 있다. 

183)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184) 따라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본인만 가능하고,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표준공제 등 특별공제는 본인에게도 적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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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4항은 1977년 OECD 모델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

다.185)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는 최초로 1963년 OECD 모델에서 인식되

었으나, 이는 이자(제11조)와 사용료(제12조)의 주석서에 언급되어 있었다.186) 예

컨대, 1963년 모델 제11조의 관련 주석서(제17문단)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자

의 수취인이 이자의 지급지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당해 지급지에서 과세되지 않

는 경우 이자의 비용공제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사기 등을 제외하고

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비용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

고 되어 있었다.187) 이러한 비용공제의 차별금지에 관한 해석론을 조문으로 명시

한 것이 제4항이다.  

2.5.2. 차별금지의 기본 구조 

   제4항을 풀어서 설명하면, 제9조 제1항, 제11조 제6항 또는 제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에

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기타 지급금188)에 대해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

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공제해 주도록 하는 조항이다. 자본세가 있는 국가의 

185) 그 당시는 제5항으로 도입되었다. 

186) Bruns, “Taxation and Non-Discrimination: Clarification and Reconsideration by the 
OECD”, European Taxation, Vol. 48, IBFD, September 2008, p. 489. 

187) 원문은 다음과 같다. 
     "17. Certain countries do not allow interest paid to be deducted for the 

purposes of the payer’'s tax unless the recipient also resides in the same State 
or is taxable in that State. Otherwise they forbid the deduction. The Fiscal 
Committee considers it desirable that the deduction in question should also be 
allowed in cases where the interest is pai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the case of fraud being, of course, reserved; it 
considers that the deduction should not be forbidden simply because the tax 
payable by the recipient of such interest is reduced in the State of source in 
application of the proposed Article. Any other method of procedure might 
cancel out the beneficial effects of the measures taken to avoid double 
taxation.”

188) OECD 모델 주석서에는 '기타 지급금(other disbursements)'의 의미에 대해 언급이 

없다. 그러나, 미국 모델 해설서는 other disbursements의 의미에 대해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기업 중 하나인 거주자에 적절히 배분되는 경영 및 일반 관리비, 연구용

역비 기타 공통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국 모델 해설서,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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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부채를 같은 조건으로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서버 임차료 

비용공제에 관한 인도 조세법원의 사건을 보자.

   < Millennium Infocom Technologies 사건189) >

   이 사건은 2008년 인도 조세항소법원(Income Tax Appellate Tribunal)에서 제

24조 4항의 해석문제를 다룬 것이다. 원고는 인도 거주자인 회사로, 미국 거주자

인 회사로부터 인터넷서버를 임차하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구축사업을 하고 있

었는데, 동 서버 임차료를 1989년 미국-인도 조세조약상 사용료(royalty)와 같이 

과세되는 장비임대소득으로190) 보지 않고, 따라서 동 임차료에 대해 원천징수하

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 과세당국은 동 지급금을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

는 기술서비스료(fees for technical services)로 보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비거

주자에 대한 지급금이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손금부인하는 관련 인도세

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손금을 부인하였다. 

   여기서 쟁점은 서버 임차료가 미국-인도 조세조약상 기술서비스료에 해당하

는지와,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비용공제를 부인

하는 인도세법 규정이 양국 간 조세조약 제26조 제3항(OECD 모델 제24조 제4항

에 해당)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인도 법원은, 첫째 쟁점인 서버 임차료의 성격에 대해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서버의 제공은 기술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임차료는 인도에서 원

천징수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았다. 둘째 쟁점인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 동 법원은, 원천징수 되지 않은 비용이 비거주자에 지급되는 경우 손금을 

부인하고 같은 비용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인도세법 

규정은 거주자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금에 대한 비용공제를 규정한 미국-인도 조

세조약 차별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자비용의 공제와 관련, 과소자본세제 말고도 다른 형태의 차별이 있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입금의 대주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이자비용 공제를 현

금주의(cash method)에 따르고, 거주자인 경우는 발생주의(accrual method)에 따

189) Millennium Infocom Technologies Ltd. v. ACIT, 2008-21 SOT 152. 

190)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3(b)항은 산업용, 상업용 및 학술적 장비의 임대소득을 사용

료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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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면 제4항의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191) 다만, 일부 국가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공제에 대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보다 납세이행 및 조세

행정상 요건을 다르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요건들이 정보교환 및 징수

협조체제의 불충분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의 목적이라면, 제4항에 위반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않는다.192) 

   아래 미국 판례는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제24조 제5항)가 쟁점이나, 이자

의 손금산입 시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Square D 사건(미국, 2006년)193)>  

 

   프랑스 Schneider사는 미국회사인 Square D사를 인수하기 위해 미국 내에 프

랑스 Schneider 및 그 계열사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을 

설립하고, 이 SPE와 Square D를 1991년 합병하였다. 그 후 1996년 미국 국세청

의 세무조사에서 Square D의 1991~1992년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이 나

오자, 원고인 Square D사는 프랑스 모회사에 지급한 이자의 손금산입 시기를 이

자의 발생시기(1991~1992년)가 아닌 이자의 지급시기(1995~1996년)로 규정한 

미국세법 시행령(Treasury Regulation) 1.267(a)-3의 규정이 1967년 미-불 조세조

약 제24조 제3항(OECD 모델 제24조 제5항에 해당)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원

고는 시행령이 미국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여기서 이 

쟁점은 생략한다) 

   1심인 미국 조세법원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가운데 연방항소법원도 미국 국

세청의 입장을 받아들여, 상기 미국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급산

입 이연은 지급자의 모회사의 거주지나 국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미국 내의 사업활동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

부와 이자의 수취자가 현금주의(cash basis)를 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므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위반 문제는 해당이 없다고 판단하였다.194) 

191) OECD 모델(전체본), R(22)-31 참조.

192) Id; OECD 모델 주석서 제75문단.

193) Square D Co. v. Commissioner, 438 F.3d 739(7th Cir. 2006).

194) Id. 판결 제26문단 참조. 연방항소법원은 예를 들어 원고 회사의 모회사가 미국 회

사인 경우에도 외국(즉, 프랑스) 관계회사에 대한 이자의 지급은 여전히 현금주의에 

따른 비용공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이자의 수취자인 외국 관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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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독립기업원칙의 예외

   제4항에서 우선적으로 보아야 할 조문은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의 예외적

인 상황으로 언급된 제9조 제1항, 제11조 제6항 또는 제12조 제4항이다. 제9조 

제1항은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에 대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과세소득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전가격세제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

다.195) 제11조 제6항은 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지급이 있고, 그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에 대해 정상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지급된 경우 그 초과이자에는 이자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규정이다.196) 제12조 제4항도 특수관계자 간 사용료 지급

사가 우연히 이자 지급회사의 모회사인 경우일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195)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196) 원문은 다음과 같다.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이 항을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수관계기업인 P(모회사)와 S(자회사)
는 각각 R국과 S국의 거주자이고, S는 P로부터 10만불을 차입하여 연 10%의 이자

(독립기업 간 정상이자율은 5%로 가정) 1만불을 P에 지급한다고 하자. 이러한 10%
의 이자율은 정상이자율 5%를 초과하므로, 5%로 계산된 이자(5천불)에만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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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제11조 제6항과 같은 취지로 정상사용료 초과분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규정한 것이다.197)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위와 같은 거래가 있는 경우 국외 거주자에 대한 지급

금의 비용공제에 대해 국내 거주자와 비교하여 차별이 있더라도198) 이는 예외적

으로 허용되며, 이는 OECD 주석서 제4문단에서 언급한 맥락에 따른 해석의 연

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2.5.4. 과소자본세제와의 관계

   제4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은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의 예외로서, 특히 국내

법상 과소자본과세제도199)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즉, 제4항은 차입자의 거주

상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초과이자(1만불-5천불=5천불)에 대해서는 각 체약국의 국

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상이자율 초과분은 국

조법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

하며, 이 경우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97) 원문은 다음과 같다. 
     “4.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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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사실 국내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국제조세적 측면

이 독립기업원칙이므로, 국내 거주자 간 거래와 비교하여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

로 크지 않다. 양 제도의 상세한 비교는, 이경근·서덕원·김범준,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2012, p. 65-70 참조.  

199)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즉,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취급되지 않는 반면,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지급이자)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과정에서 관계회사가 자기자본 대신 차입금에 더 많이 의존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기업의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 함으로써(또는 배당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제도를 말한다. Id. p. 299. 이 제도는 현재 OECD 뿐만 아니라 상당수 비 

OECD 국가들도 국내세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조법 제3장(국외지배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에서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

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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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의 과소자본세제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6항에 합치된다면 원칙적으

로 이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반면에, 과소자본세제가 상기 조항에 

합치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인 채권자에게만 적용된다면 제4항에 위반된다.(제74문

단)

   여기서 캐나다의 Specialty Manufacturing 사건을 살펴보자. 이 사건에서는 캐

나다의 과소자본세제200)가 미-캐나다 조세조약의 이전가격과세 및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과소자본세제와 독립기업

원칙 및 차별금지원칙의 관계가 다루어진 중요한 판례이다. 

   < Specialty Manufacturing 사건201) > 

  원고인 Specialty Manufacturing사는 이를 지배하는 두 개의 미국 관계회사로

부터 차입한 돈을 미국 관계회사가 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로 상환하고 있었다. 당시 캐나다세법의 과소자본세제202)는 차주의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3: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비거주자인 관계기업에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는데, 캐나다 과세당국은 이에 따라 원고의 

차입금 중 3:1 비율의 초과분에 대한 이자의 비용공제를 거부하였다. 한편, 미-캐

나다 조세조약(1980년)은 이전가격과세조항(제9조 제1항)과 비용공제에 대한 차

별금지조항(제25조 제7항)을 두고 있었으나, 제25조 제7항은 조세조약의 서명 당

시에 실행 중인 이자의 비용공제에 관한 체약국의 세법(즉, 과소자본세제)의 운용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칙(제8항)을 두고 있었다.203)   

의 손금(損金)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한

다. 국조법 제14조 제1항 참조.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창희, “과소

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12 참조. 

200) 과소자본세제는 캐나다가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희, 앞의 글(주 

199), p. 64.

201) Specialty Manufacturing Ltd. v. The Queen (1997) 1 CTC 2095.

202) 당시 캐나다세법 제18조 제4항이다. 

20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shall not affect the operation of any provision of 

the taxation laws of a Contracting State relating to the deductibility of interest 
and which is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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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원고는 양국 간 조세조약 제25조 제7

항이 제8항의 특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더라도, 미국 관계기업에 대한 이자지급이 

미국 관계기업이 미국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과 같은 정상이자율에 따른 

것이므로 양국 간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하였고, 캐나다 

과세당국은 조세조약 제25조 제8항의 특칙은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원

칙을 규정한 제9조 제1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 조세법원은 조세조약 제25조 제7항과 제9조 제1항을 모두 고려하여 

읽으면 전자는 차별을 금지하나, 후자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차별은 허

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고, 제9조 제1항이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는 관계기업

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동 법원은 미-캐나다 

조세조약의 해설서(technical explanation)204)를 원용하여, 당시 협상 당사자들이 

캐나다의 과소자본세제가 제25조 제7항에 대한 예외가 됨을 제25조 제8항이 확

인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캐나다 과세당국의 조치는 조세조약에 합

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동 판결은 이유를 약간 달리하여205) 캐나다 항소법원206)에

서도 유지되었다.

   이 판결은 독립기업원칙과 과소자본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제기하고 있으나,207) 당해 사건에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미-캐나다 조

세조약상 캐나다의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

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제4항이 독립기업원칙 및 과소자본세제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의 문제

를 보자. OECD의 주석서는 차별금지조항과 과소자본세제의 관계에 대해, 차입자

의 거주지국의 과소자본세제가 독립기업원칙을 규정한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subsequent modification of such provisions that does not change the general 
nature thereof."

204) 이 해설서는 미국 재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이 판결에서 캐나다 법원이 이를 원용하

였다는 부분도 흥미롭다. 

205) 캐나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차입금이 정상이자율이라고는 하나 독립기업원칙을 적용

하면 극소액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원고에게 관계기업의 대출 자체가 성립할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   

206) Specialty Manufacturing Ltd v. The Queen, A-659-97(18 May 1999).

207) 동 판결의 이러한 쟁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창희, 앞의 글(주 199), p. 73-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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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합치된다면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

면서, 다만, 과소자본세제가 상기 조항에 합치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인 채권자에

게만 적용된다면 제4항에 위반된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한다.208) 

   그러나, 과소자본세제가 독립기업원칙에 합치되는 것을 조건으로209)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 조문은 과소자본세제가 손금산입의 

차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는 위선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제기된다.21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ECD의 주석서는 하나의 문단으로 이 문

제를 다루고는 더 이상 과소자본세제와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이

는 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단순한 설명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차별금지조항

의 개정 논의에서는 근본적인 수준에서 다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 모델 해설서는, 미국의 과소자본세제를 규정한 미국세법 제163(j)

조211)212)는 이자지급에 대한 독립기업원칙을 규정한 제11조 제5항213)과 같은 예

208) OECD 모델 주석서 제74문단 참조. 

209) 과소자본세제와 독립기업원칙의 관계에 관한 OECD 모델의 공식 입장은 1) 과소자

본세제의 적용에 따라 차입자의 이윤이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이윤과 일치하는 한 

허용되고, 2) 독립기업원칙은 차입거래의 정상이자율 수준뿐만 아니라 부채와 자본

의 비율에도 적용되며, 3)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라 국내기업의 과세대상 이윤이 

정상이윤보다 높은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OECD 모델 제9조 주석서 제3문단. OECD의 작업 계획상 앞으로의 이전가격 지침 

개정작업에 과소자본세제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OECD의 논

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0) 이창희, 앞의 글(주 199), p. 77-81 참조. 특히, 이창희 교수는 독립기업원칙을 엄밀

히 적용하면 거의 차입에 의존하는 자회사에 대해 제3자가 돈을 꿔 준다면 은행이

자율보다 더 받으려 할 것이므로, 모회사 거주지국은 이자소득을 증액경정하려 하

고, 자회사 거주지국은 이에 따라 감액경정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을 제기하며, 과세

자본세제는 독립기업원칙과 오히려 반대되는 제도라고 한다. Id. p. 77 참조.

211) 1989년 미국세법에 도입된 것으로, 'earnings stripping rule'로 불리며, 미국에서 납

세자의 부채:자본 비율이 1.5:1이고, 이자의 수취자가 미국에서 납세대상이 아니며 

동 이자비용이 이자지급 前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분 이자에 대해 

손금부인하는 제도이다.  

212) 당시 미국 의회가 이 조항을 제정할 때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과의 불일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주장한 논리는 국내의 특수관계 있는 비과세단체(tax exempt related 
parties)에게도 이러한 손금부인이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내 학교, 병원, 종교단체 등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미국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이는 동 회사의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닌 단순 투자목적이므로 미국 내 자회사를 지

배하는 외국의 모회사와는 같은 상황에 있지 않고, 결국 미국의 과소자본세제는 외

국의 모회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Avi-Yonah, International Tax as International Law: An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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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포함된다고 한다.214) 그러나, 미국세법 제163(j)조를 독립기업원칙의 일부로 

보는 이러한 해석은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미국의 일반적 입장, 즉,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여전히 지급이자로서 이자의 손금산입 시기의 문제로 보는 

것215)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유력하며,216) 확실히 손금불산입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지 않는 미국제도는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

된다. 

2.5.5. 우리나라 세법의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OECD 모델 제24조 제4항은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에 따른 국

제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기업의 이자, 사용료 기타 지

급금에 대해 그 수취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비용

공제를 하도록 규정한다. 우선 국조법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

정(이전가격세제) 규정217)과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과소자본세제) 규정218)은 제4항에서 규정하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예외에 해당

Tax Regime, Cambridge Univ. Press, 2007, p. 97-98; Bennett, p. 453.  

213) OECD 모델 제11조 제6항에 해당한다. 

214) 미국 모델 해설서, p. 81. 

215)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OECD 모델 제9조의 해석에 대한 유보에 잘 나타나 있다. 
OECD 모델 제9조 주석서 제15문단 참조.

216) 이창희, 앞의 글(주 199), p. 79-80; IFA, p. 632.

217) 국조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1항이며 다음과 같다.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

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

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

나 경정할 수 있다.”  

218)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이며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

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金)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된 것으로 본다.” 아울러 동 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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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손금관련 원칙 규정을 보면, 법인의 경우 손금

의 범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

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219) 사업소득

의 필요경비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220) 하여 손금인정에 관해 대내 또는 대외 지급

에 관계없이 중립적이다. 

   실제로 법인세법의 개별 조문을 보면 손금산입에 있어 비거주자에 대해 특별

히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기부금의 경우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

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과,221)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군장병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하는 대상에 대한 기부금

(법정기부금)222) 등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OECD 해석론으로는 

모델 주석서에 기타 지급금(other disbursement)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불명확하

나, 이러한 기부금 등은 공익성이 있는 국내 비영리단체 등에 지급되어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223) 따

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비용공제의 차별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2.6. 제5항(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독립기업원

칙을 반영하고 있다.  

219)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220)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221)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참조. 

22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참조.

223) 또한 국내의 비영리단체와 달리 비거주자인 비영리단체는 그 회계에 대해 우리 과

세당국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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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2.6.1. OEEC의 논의 

   제5항은 위에서 본 1957년 OEEC 제4작업반의 논의 당시 스위스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원래 1954년 스위스-미국, 스위스-영국 조세조약에 포함되어 있던 

조문이었다.224)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은 이미 국제경제협정에도 폭넓게 수용되

고 있었는데, 1959년 미국-프랑스 간 투자협약(Convention of Establishment) 제9

조 제3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225) 

2.6.2. 차별금지의 기본 구조 

   제5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국내기업226)에 대해 국내기업이 소유하는 국내기업227)과 

224) Avery Jones et al, “Art. 24(5) of the OECD Model in Relation to  Intra-Group 
Transfers of Assets and Profits and Losses”, World Tax Journal, IBFD, June 2011, 
p. 181-182 참조. 당시 작업반에서 이 항을 수용할 때의 기본 인식은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이 매우 드물다는 점과 혹시라도 그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Id.   

225) Bennett, p. 454. 동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nterprises of either High Contracting Party,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or 

controlled in whole or in part,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nationals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in the first High 
Contracting Party to any form of taxation or any obligation relating thereto 
which is more burdensome than that to which other like enterprises of the first 
High Contracting Party are or may be subject." 

226) 제5조의 적용대상인 '국내기업'은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로 표현되며, 이

는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로 정의되고

(OECD 모델 제3조 제1항d), 'Enterprise'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에 적용되므로(동 조 제1항c), 결국 풀어서 말하면 '일방체약국 거주자

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 정도의 의미이다.  

227) 이와 관련 제5항의 조문은 과세 기타 관련 요건에 대한 차별대우의 비교대상

(comparator)을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other similar enterprises)'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주석서에서는 다른 유사한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에 

따라 이 문구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OECD 보고서는 이 쟁점에 대해 

(1) 국내기업이 소유하는 국내기업, (2) 제3국 기업이 소유하는 국내기업 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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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과세 기타 관련요건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금지한다. 이와 관련, 제5

항이 동등대우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기업이 어떤 것인지 다룬 미국 판례를 살펴

보자. 

   <American Air Liquide 사건(미국, 2001년)228)>

   프랑스 모회사가 미국 자회사(American Air Liquide 및 Liquid Air Corp.)인 원

고에게 지급한 사용료에 대한 미국의 과세가 미-불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당시 미국세법 제904(d)(3)(C)조는 피지

배외국법인(CFC)이 미국 주주(모회사)에게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모회사가 직접 

그 사용료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look through) 별도의 소득항목으로

(separate basket) 취급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토록 하는 규정인데,229) 원

고 납세자는 이러한 투시과세 방식이 외국의 모회사가 미국의 자회사에 지급하

는 사용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한 미-불 조

세조약 제24조 제3항(OECD 모델 제24조 제5항에 해당)의 위반임을 주장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해당 조세조약 규정이 순전히 미국 자회사에 대한 외국 거주

자의 지분보유 여부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하므로, 이와 다른 기준으로 과세문제

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미국 조세법원은 이 사

두 경우 모두 등 3가지 해석론이 있을 수 있으나, (1) 국내기업이 소유하는 국내기

업이 비교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하므로 별도의 주석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OECD 모델(전체본), R(22)-34 참조. OECD 모델 주석서와 달리 미국 모

델 주석서는 '유사한 기업(similar enterprises)'의 의미를 ‘유사한 활동 또는 소유

(similar activities or ownership)'로 이해하고, 미국세법 제367(e)조에 따라 자회사인 

미국법인이 외국 모회사에 주식을 배당하거나 청산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미국 모회사인 경우와는 달리 그러한 배당이나 자산의 배분을 과세대상거래로 인식

하는 것은 제5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 모델 해설서, p. 81. 이는 OECD 모

델 주석서와 같은 맥락에서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모회사인 외국 주주가 아니

라 국내 자회사인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하겠다. 

228) American Air Liquide v. Commissioner, 116 T.C. No. 3(2001).

229) 이는 결국 당시 미국세법 제90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foreign tax 
credit limitation), 특히 소득항목별 공제한도(separate basket limitation)와 관계가 있

는 문제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쟁점 사용료를 외국납부세액의 일반한도소득

(general limitation income)으로 인식하였으나, 미 국세청은 동 사용료를 수동적 소

득(passive income)으로 보아 원고의 세액을 증액경정 처분하였다. 당시 납세자 입

장에서는 외국소득을 수동적 소득보다는 소득의 범위가 넓은 일반한도소득으로 인

식하는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초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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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은 같은 국가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동등하게 취급하

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법인인 원고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다

른 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와 비교되어

야 하며, 이 경우 양자는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원고 납세자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상 취급이 원고의 모회사가 비거주자임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

므로 차별금지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의 판례에서 보았듯이, 이 항은 기업의 주주가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당

해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나, 그 기업의 주주 또

는 지분소유자까지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제76문단) 

   미국 모델 해설서는 이와 관련, 미국세법상 이른바 'S'법인(S Corporation)230)

의 문제를 다룬다. 즉, 미국세법은 비거주 외국인 주주(non-resident alien 

shareholder)가 S법인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소수의 개인들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고 세금은 주주별로 개인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

어 볼 때, 비거주 외국인 주주는 미국에서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S

법인의 주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 제도가 제5항의 위반이 되지는 않

는다고 한다.231) 

2.6.3. 연결납세

   국내법상 거주자인 모·자법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제5항을 

근거로 거주자인 자법인과 비거주자인 모법인에게도 그 혜택을 부여하도록 주장

할 수 있는가? OECD 모델 주석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데, 그 이유로 국내법인

의 주주의 거주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주 단계까지 동등한 취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제77문단) 그러나, 판례를 보면 OECD의 해석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독일과 영국의 판례를 보자. 

   <Delaware 사건(독일, 2003년)232)> 

230) 미국세법 Chapter 1, Subchapter S에 규정되어 있어 S법인으로 불리며, 소수(100명 

이하)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법인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은 파트너쉽과 같이 

취급된다.  

231) 미국 모델 해설서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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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원고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모회사가 직･간접으로 100%를 소

유하고 있는 독일 자회사이다. 동 미국 모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독일이

며,233) 독일에 있는 지점에서 미국 모회사에 대한 실질적 관리기능을 수행하였

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독일세법상 연결납세제도인 그룹과세(Organshaft)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독일 국세청은 독일 그룹과세제도상 모회사의 설립준거법지와 실

질적 관리장소 모두 독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그룹과세 혜택을 부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독일의 그룹과세

제도가 모회사의 거주지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1989년 미-독 조

세조약 제24조 제4항(OECD 모델 제24조 제5항에 해당)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

다.(원고는 회사의 거주지 결정에 관한 독일세법의 확장해석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기하였으나, 논의의 편의상 여기서는 생략한다.)

   여기서 쟁점은 첫째, 이중거주자인 모회사가 미국-독일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해석상 비교대

상인 유사한 기업(other similar enterprises)을 어떤 회사로 볼 것인가이다. 독일 

조세법원은 첫째 쟁점인 이중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문제와 관련,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즉, 상호합의)가 실패한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하도록 규

정한 미-독 조세조약 제4조 제3항234)은 이 사건 모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모회사가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혜택을 받는 문제

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독일 조세법원은 이중거주자인 모회사

가 미국세법상 미국 거주자인 것만으로 독일 자회사가 미-독 조세조약 제24조 

232) I R 6/99, Bundesfinanzhof, 2003.1.29. 

233) 즉, 동 모회사는 미국과 독일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중거주자(dual resident)
이다. 

234)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ek to determine through 
consultatio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nd, if they are unable so to 
determine, such person shall not be considered to be a resident of either 
Contracting State for purposes of enjoying benefits under this Convention.” 이 

항은 개인이 아닌 단체가 양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 그 단체의 실질적 관

리장소를 거주지로 간주하는 OECD 모델 제4조 제3항과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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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을 원용할 요건은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둘째 쟁점과 관련, 이 사건 법원은 독일에 설립준거법지와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모회사를 이 사건의 비교대상으로 보고, 이 경우 미국에 모회사의 설

립준거법지를 둔 독일 자회사에 대해 그룹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독 조세

조약 제24조 제4항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EU 내에서 회사의 설립준거법지를 한 국가(A국)에 두고 동 회사의 관리장소를 

다른 국가(B국)로 이전하는 경우, EU법의 설립의 자유에 따라 B국에서 동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Überseering 판결(2002년)235)

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EU법이 조세조약의 해석에 고려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

다.236)      

   이 사건은 뒤에서 볼 NEC 사건과 함께 OECD 모델의 차별금지조항 주석 개

정작업을 촉발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독 조세조약 제24조에 

그룹과세 관련 해석론이 추가되었다.237) 

   앞에서 OECD의 해석은, 제5항의 자본소유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국내 거주자

인 모·자법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연결납세제도를 거주자인 자법인과 비거주자인 

모법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주장할 수는 없고, 이는 제5항이 주주 단계까지 동등한 

과세상 취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설명되었다.238) 그러나, 비거주자

235) Überseering BV v Nordic Construction Company Baumanagement GmbH, 
C-208/00(2002.11.5.). 이 사건 원고인 Überseering BV는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회사

이나, 설립 후 회사의 주식 전부를 독일인이 인수함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는 독

일이 되었다. 사건 당시 독일법은 이와 같은 경우 설립준거법지와 실질적 관리장소

가 다르므로 독일 내에서 이러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 

회사는 다른 독일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EC
조약 제43조 설립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ECJ에서 인용된 사건이다.   

236) ECJ의 Überseering 판결은 회사의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쟁점으로, 이 사건과 같이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자본소유 차별금지)에서 거주자인 자회사의 모회사의 거주

성에 따른 차별과는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Da 
Silva, “Chapte 14: Non- discrimination in Tax Treaties vs EU Law: Recent Trends 
and Issues for the Years Ahead” in EU Income Tax Law: Issues for the Years 
Ahead (Weber ed.), Online Books IBFD, 2013, ¶ 14.5.2.

237) 2006년 개정된 미-독 조세조약은 제24조 제4항이 국경 간 그룹과세를 허용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의정서(제21항)에 포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It is understood that paragraph 4 of Article 24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ating a Contracting State to permit cross-border consolidation of income or 
similar benefits between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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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이전받은 

자회사

 사례 A  사례 B

   모회사

사례 1  R(거주자) R  NR

사례 2 NR(비거주자) R  NR

인 주주에게 거주기업의 과세소득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까지 그룹과세제도의 적

용을 부인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39) 아래와 같은 예를 보

자.240) 

   어느 조세조약 체약국의 세법이 관계기업 간 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의 

특례를 규정하고,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자회사가 자산을 관계기업인 다른 자회

사로 이전한다고 가정하자. 이 자산을 이전받는 자회사는 거주자(R)와 비거주자

(NR)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한편 이들 자회사의 모회사도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

주자인 경우로 나뉜다. 이 때, 사례 A1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B1에 대

해서는 이를 부인한다면(즉, 거주자인 자회사 간 자산의 이전에 대해, 모회사가 

거주자인 경우는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모회사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이를 부인한

다면), 이는 명백히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OECD의 해

석론으로는 이러한 그룹과세제도는 제5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

다.241) 이와 관련, 가장 최근 그룹과세 차별 문제를 다룬 영국의 FCE 은행 사건

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OECD 모델의 해석론에서 벗어나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FCE 은행 사건(영국, 2012년)242)> 

   미국 Ford사의 영국자회사들인 FCE 은행과 Ford Ltd.사는 지분율 75% 이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243) 그룹회사 간 손실의 이전이 가능토록 하는 영국의 그

238) OECD 모델 주석서 제77문단 참조.

239) OECD 역시 2008년 보고서에서 차별금지원칙의 미결 쟁점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는 있다. OECD 모델(전체본), R(22)-39.

240) Avery Jones et al. p. 197-198에 나온 설례이다. 

241) OECD 모델 주석서 제76, 77문단 참조.

242) FCE Bank plc v. Commissioners for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2012] 
EWCA Civ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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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과세(group relief)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244) 모회사의 거주지국이 미국

이므로 관련 영국세법상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에 원고 FCE 은행

은 해당 영국세법 규정이 기업의 자본의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이

유로 일방체약국의 유사한 기업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1975년 미·영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OECD 모델 제24조 제5항)의 위반이

라고 주장하였다. 

   영국 국세관세청(HMRC)은 FCE의 경우 미국 모회사인 Ford가 영국에서 납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룹납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지 동 모회사의 거주

지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은 미국 모회사의 영국 내 납세여부는 이 사건 두 개의 영국 자회사 간 손실의 

이전을 위한 연결납세 규정의 적용에 적실성이 없고, 영국 자회사 간 손실의 이

전은 미국 모회사의 과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HMRC가 모회사의 거주지

를 이유로 영국 자회사인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회사가 외국 거주

자인 경우 영국 내 자회사 간 연결납세를 허용하지 않는 영국세법 규정은 미-영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인하였다.245) 

   이 사건은 뒤에서 볼 NEC 사건 및 Boake Allen 사건과 비교할 때, 모회사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거주자인 자회사 간 그룹과세를 인정

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2.6.4. 이익분배

   연결납세에 대한 제5항의 적용여부 논의의 연장선에서 OECD는 법인단계의 

과세가 아닌 이익분배 단계에서의 과세 문제는 제5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243) 관련 영국세법(2000년 이전) 제402조 및 413조에 따르면, 연결납세 그룹의 모회사

가 자회사의 지분(보통주)을 75% 이상 직․간접으로 보유하거나, 두 개의 자회사 각

각에 대해 모회사가 75% 이상 지분(보통주)율 직․간접으로 보유할 것과, 이들 회사

가 모두 영국의 거주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244) 해당 과세연도는 1994년이며, Ford Ltd.사의 손실을 FCE 은행으로 이전하려고 하였

고, 연결납세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였다. 

245) 이 판결 이후 HMRC는 영국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충분히 

검토된 결정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였다. 한편,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영국세법은 

2000년에 개정되어 현재는 모회사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영국의 자회사들이 모회사

와 75% 지분관계에 있으면, 영국 자회사들 간 손실의 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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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거주자인 주주와는 달리 비거주자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라든지, 법인 간 배당의 경우 내국법인이 그 모법인인 내국법인에 지급

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하나, 비거주자인 모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를 부과하는 경우246)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의 적용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제78문단) 이와 관련, 아래 영국의 선납법인세를 다룬 두 개의 판

결을 보자.   

   <NEC 사건(영국, 2003년)247)> 

   이 사건의 쟁점은 영국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제도인 선납법인세(Advance 

Corporation Tax: ACT)248)가 EU 외의 국가에 모회사를 둔 영국 자회사에게는 적

용되지 않는 것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원고인 NEC는 영

국에 자회사를 둔 일본 모회사인데, 당시 영국세법 제247조에서 영국 자회사와 

영국 모회사 간에만 연결납세 선택권을 허용함으로써 일본 NEC와 영국 자회사

와의 연결납세 선택권이 배제되어 ACT를 납부하게 된 것은249) 1969년 영-일 조

세조약 제25조 제3항(OECD 모델 제24조 제5항에 해당)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

다.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영-일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의미와 영국

246) 이런 경우는 배당수취 법인이 이를 다시 배당할 때 국가별로 세부담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과세상의 차이이며, 주주의 거주성을 보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OECD 
모델 주석서 제78문단. 

247) 2003 EWHC 2813 (Ch)(2003.11.24.).

248) 우선 사건 당시 영국의 ACT 제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인이 주주에

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추후 동 법인의 

법인세 납부 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배당을 수취한 주주에 대해서는 배

당금과 선납법인세를 합한 금액을 주주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여기

에서 선납법인세를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영

국 자회사의 모회사가 영국 또는 EU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연결납세(Group Income)
를 선택함으로써 ACT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EU의 거주자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된 

계기는 ECJ의 Metallgesellschaft 사건(2001년)으로 이는 뒤의 IV.5.1.2.라.에서 다룬

다.

249)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NEC의 영국 자회사가 NEC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ACT는 일부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되었으나, 나머지 ACT는 오히려 자회사

의 법인세 산출분이 낮음에 따라 공제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공제되지 못한 ACT
는 연결납세가 가능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라는 것이 NEC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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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법으로 편입된 동 조세조약의 의미라는 두 가지 쟁점을 위주로 검토하였

다. 법원은 첫째 쟁점에 대해서는 영국 자회사를 둔 일본 모회사의 비교대상기업

을 영국 자회사를 둔 영국 모회사로 보고, 연결납세 선택권을 일본 모회사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해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

나, 둘째 쟁점에 대해서는 영국 국내법으로 편입된250) 영-일 조세조약과 관련, 조

세조약의 국내법으로의 편입 규정인 영국세법 제788조에서 소득세(income tax) 

및 '법인의 소득 또는 양도소득(corporation tax in respect of income or 

chargeable gains)'에 대한 조세의 경감에 대해 조세조약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나, 

ACT는 실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배당의 지급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

이므로 반드시 법인의 소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따라서 영국의 ACT 제도가 조

세조약의 위반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조세조약의 이행법률인 영국세법

상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의 첫째 쟁점 관련, 법원이 사건의 비교대상 기업을 영국 자회사의 영

국 모회사로 보고, 원고에게 연결납세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동 규정에서 다루는 차별의 

대상이 외국의 모회사가 아닌 원천지국의 자회사라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51) 아울러, 조세조약의 국내법 편입 관련, ACT가 배당의 지급을 원인

으로 하므로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인 법인의 소득에 관한 조세가 아니라고 본 것

은 국내법의 해석으로 국가 간의 합의인 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축소시켰다는 비

판이 제기된다.252)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은 OECD로 하여금 모델조세

조약 차별금지조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나서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50) 영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서로 별도의 법체계로 보는 이원주의(dualism)을 취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어떤 조약이 영국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법으

로의 편입(incorporation)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세조약의 경우 영국세법 제788조에

서 국내법으로 편입되는 방법과 효과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51) Baker, “Review of Recent Treaty Cases – NatWest II, NEC and SA Andritz”,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Vol. 58, Tax Treaty Monitor, IBFD, May 2004, 
p. 210.

252) Id. p. 210-211. 또한, 이와 같이 조세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에 제대로 편입되거나 반

영되지 못하여 조세조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Treaty Override"의 대응개

념으로 "Treaty Underride"라고도 한다. IFA, p.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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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ke Allen 사건(영국, 2007년)253)> 

   이 사건도 NEC 사건과 같이 영국의 ACT를 둘러싼 차별과세 여부가 쟁점이

다. Boake Allen Ltd. 등 원고254)들은 영국 자회사의 영국 모회사에 대한 배당에

는 연결납세(Group Income) 선택을 통해 ACT를 과세하지 않고, 모회사가 EU 외

의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연결납세 선택권을 부인하여 ACT를 과세하는 것이 

미-영 및 일-영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원고들은 자

본이동의 자유에 관한 EU조약 제56조도 원용하였으나 이는 EU법 부분에서 다루

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하급심 판결에서 모두 영국 국세관세청이 승소한 가운데, 영국 대법원(House 

of Lords)은 영국 자회사와 외국 모회사 사이에 영국 지주회사를 둔 경우에는 연

결납세가 가능함을 예로 들면서 ACT 제도가 외국 모회사를 둔 영국 자회사에 대

한 차별이 아니며, 연결납세 선택은 어느 한 회사가 ACT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

우에는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255)

2.6.5. 과소자본세제와의 관계

   제5항은 국내기업 자본의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국내기업에 

대한 과세상의 차별을 금지하므로 제4항과 다른 관점에서 과소자본세제와의 관

계가 문제된다. 먼저 이와 관련, 프랑스의 과소자본세제가 1959년 프랑스-오스트

리아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SA Andritz 사건을 

보자. 

253) Boake Allen Limited and others v.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Respondents), [2007] UKHL 25 (2007.5.23.).

254) 모두 미국과 일본에 모회사를 둔 영국 자회사들이며, 원고에는 NEC도 포함되어 있

어, 이 사건은 앞에서 본 NEC 사건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다. 

255) 대법원의 Lord Hoffmann 대법관은 연결납세 선택권의 부인은 모회사의 거주지가 

외국이기 때문이 아니고, 모회사가 ACT의 적용대상이 아니면 영국세법 제247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영국의 ACT 제도가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자본

소유에 따른 차별금지)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급심 판결(조세조약

이 국내법에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구제를 받을 수 없음)과는 다른 이유로 원고 패

소 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 제22, 23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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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Andritz 사건(프랑스, 2003년) 256)> 

    원고는 오스트리아 모회사가 99% 지분을 갖고 있는 프랑스 회사 SA 

Andritz인데, 프랑스 국세청은 원고의 오스트리아 모회사에 대한 이자 지급액 중 

모회사의 원고에 대한 납입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 손

금부인하였다. 참고로, 당시 관련 프랑스세법 제212조는 특수관계기업 간 이자지

급의 경우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규

정이다.257)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258)은 우선 하급심과는 달리 원고(즉, 오

스트리아 모회사의 프랑스 자회사)에 대한 차별여부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을 프

랑스 내 고정사업장을 둔 오스트리아 모회사의 프랑스 자회사가 아니고, 프랑스 

모회사를 둔 프랑스 자회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동 법원은 그 이유로 

오스트리아 모회사가 프랑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프랑스에

서 과세될 수 있었으므로 이 경우 프랑스 모회사의 프랑스 자회사와 비교가능하

다고 보았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오스트리아 모회사를 둔 프랑스 자회

사에 대한 프랑스의 과세조치가 프랑스-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26조 제3항

(OECD 모델 제24조 제5항에 해당)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최고행정

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예비적으로 원용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상 이전가격과세 

조항에 대해서도, 이들 조항이 정상가격원칙을 벗어난 이자율에는 적용될 수 있

으나, 부채-자본 비율 기준으로 적용하는 과소자본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59) 

256) Case no. 233894.

257) 다만,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고려에서, 이자를 수취하는 모회사의 거주지국에 관계없

이 동 모회사가 프랑스에서 정상적인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즉, 프랑스 

거주법인이거나 프랑스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의 적

용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프랑스세법 제145조.

258) Conseil d'Etat(꽁세유데타)는 국내 일부 행정법 교과서에서 원어에 충실하여 국참사

원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프랑스 내 최고법원이

므로, 이 논문에서는 최고행정법원으로 쓰기로 한다.  

259) 프랑스 정부는 이와 관련, OECD 모델 제9조의 주석 내용(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

세제와의 관계 부분)에 따라 프랑스세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최고행정법원은 

동 주석이 프랑스-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체결 이후 채택되었으므로 고려대상이 아니

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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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5항은 국내기업 자본 소유자의 거주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이므로, 이자의 지급대상인 채권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령, 국내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거주자인 기업이 비거주자인 관계기업

(non-resident associated enterprise)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당해 비거주자인 

관계기업이 거주자인 기업의 지배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의 손금부인을 

한다면 제5항의 위반문제는 없다. 반면, 이런 경우 제4항의 위반 문제는 남아 있

다.260) 즉, 국내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이자의 

비용공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제4항의 위반이 된다. 제5항에서 다루는 

과소자본세제는 국내기업의 지배주주가 비거주자인 상황에만 적용되며, 이 경우 

조세조약의 맥락(context)에 따른 해석원칙에 따라 어느 조치가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6항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 이들 조항에 합치되는 조치이면 

제5항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제79문단)

   한편, 특수관계기업 간 이전가격 조사의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 요건보다 추

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납세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의 모든 회원국들의 입장이다.(제80

문단)

   위의 OECD 해석론은 제4항에 규정된 독립기업원칙이 적용되는 예외를 조세

조약의 맥락에서 유추하여 제5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261) 

   그러나, 제4항은 비용을 지급받는 자의 내외 구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

이고 제5항은 주주의 내외 구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서로 적용되

는 범위가 다른데,262) 조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부분을 제5항의 해석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1977년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

금지조항(현행 제4항)이 도입되기 전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5항의 해석론이 제4

260) 2008년 OECD 모델 개정 전(즉, 2005년 모델) 주석서는 제5항이 과소자본세제에 적

용되지만 이자의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제4항이 더 특정한 규정이므

로 제4항에 이어 2차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다. 2005년 모델 제24조 주석

서 제57문단 참조. 그러나, 2008년 모델 개정 시 제4항과 제5항이 서로 다른 상황

에 적용됨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주석은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 종전 주석에 

대한 비판론은, 이창희, 앞의 글(주 199), p. 81-82 참조.

261) OECD 모델 주석서 제79문단. 

262) 이창희, 앞의 글(주 199),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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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항의 도입으로 갑자기 ‘맥락에 의한 해석’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

다. 아무튼 과소자본세제와 차별금지조항 간의 관계는 위에서 살펴본 OECD의 

불완전한 해석론이 보여주듯 앞으로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263)    

  

2.6.6. 우리나라 세법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자본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를 말한다.264) 법인세

법상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자본의 소유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른 

차별은 없다. 다만, 관계되는 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인 경우만 적용되는 연결납세

제도265), 합병․분할에 관한 특례266) 및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267)는 

OECD 모델 제24조 제5항의 해석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조법

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는 국외 특수관계인인 모회사를 둔 국내기업에 

적용되나, 이 역시 제5항의 해석상 허용되는 제도이다.    

2.7. 제6항(모든 세목에 대한 적용) 

  

2.7.1. OEEC의 논의 

                                  

   OEEC의 작업반 논의 당시부터 현행 조문과 유사한 조문이 있었고,268) 그 주

263) 과소자본세제와 OECD 모델 제24조 제5항의 관계에 관해 잘 정리한 최근의 문헌으

로, Elliffe, 앞의 주 38 참조. 

264)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265) 법인세법 제76조의 8-22.

266) 법인세법 제44-50조.

267)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8조의 3.

268)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this Article the term "taxation" means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levied by any authority whatsoever." 앞의 주 25의 OEEC 제4작업반 보고서, 
FC/WP4 (5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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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도 현재와 거의 같다. 

2.7.2. 모든 세목에 대한 적용 

   제6항은 OECD 모델 제2조(대상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조항 전체가 모

든 종류의 조세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 정치적 하부단체 

또는 지방당국 등 모든 과세주체를 망라한다.(제81문단) 

   미국 모델의 경우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제2조)에 州 단위 이하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제외되나,269) 차별금지조항의 목적으로는 주를 포함한 정치적 하부단체 

및 지방정부의 조세도 포함된다.270) 이에 따라, 가령 미국의 어느 주가 당해 주

에서 설립된 미국 기업에 비해 외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대해 차별적으로 법인

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 된다.  

   현재까지 제6항과 관련한 국내외의 판례는 드물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프

랑스-스위스 조세조약이 부동산양도에 따른 등록세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고 한다.271) 

   OECD는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제6항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 항은 국가 또는 

정치적 하부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조세에 대해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므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의 조화 문제

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세한 것은 IV.1.2.1.라.에서 살펴본다.  

제3절. 소결: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종합 평가   

269) 미국 모델 제2조 제3항b)는 대상조세를 연방소득세로 규정하고 있다.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are: 
      b)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 income taxes imposed by the 

Internal Revenue Code (but excluding social security and unemployment taxes), 
and the Federal excise taxes imposed with respect to private foundations.“ 

270) 원문은 다음과 같다. 
     “7.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Taxes Covered),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271) Farrell, The Interface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Taxation, Online Books IBFD, 
2013,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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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은 국제사회가 모델조세조약을 논의하기 시작한 국

제연맹 시대부터 개념적인 발전을 해 왔고, 1950년대 말 OECD의 모델 작업에서 

현대적 차별금지조항의 원형이 완성되었으나, 그 당시 차별금지조항의 논의는 그 

실제적 적용이나 조문 전체의 목적 내지 원칙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조항은 이중과세의 방지라는 조세조약의 기본 목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차별금지조항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원칙이 없

어 불완전하고, 불확정적이라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현행 OECD 모델 제24조를 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항(무국적

자에 대한 차별금지)은 조세조약 실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는 점과, 

제6항은 차별의 형태가 아닌 차별이 금지되는 대상조세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나

머지 조문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제1항과 제3항~5항이 차별금지를 다루는 

실체규정이며, 이들 규정은 각각 원천지국 입장에서 일정한 경우에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상 직·간접적 차별대우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제1항은 특히 거주성 기준을 포함하여 같은 상황에 있는 납세자를 국적

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거나 관련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에서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등 과세객체가 되는 모든 단체를 포함한다. 제3

항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둔 고정사업장에 대해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국내기업에 비해 불리한 과세를 금지하고, 인적 공제 등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개인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일부 조세혜택은 예외로 한

다. 제4항은 국내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기타 지급금을 거

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제5항은 국

내기업 자본의 직·간접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동 자본의 소유자

가 거주자인 경우에 비해 동 국내기업을 차별적으로 과세하거나 관련 요건을 부

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들 규정은 차별의 종류, 차별금지의 구체적인 대상 및 비교대상 기준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세차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직접적(direct) 차별과 간접적(indirect) 차

별, 그리고 명시적(overt) 차별과 숨은(covert)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차

별은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조항의 적용대상인 인(비국적자, 비거주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대우에 대해 적용되며, 간접적 차별은 제4항 및 제5항과 같이 비용

의 지급대상 및 자본의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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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간접적 차별과 구별하여 숨은 차별 개념도 

쓰인다. 이는 일정한 납세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나 실제 효과에 있어서 

당해 납세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한다.272) 숨은 차별에 대비되는 개념

이 명시적 차별이다. OECD 모델 주석서에서는 이러한 4가지 차별을 구분하지 

않고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 개념만 언급하고 있는데, OECD에서 말하는 간

접적 차별 개념은 명시적 차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숨은 차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273)  

   둘째, 이들 4개 항은 각각 한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차별과세를 금지하고 있으

며, 모든 가능한 차별을 망라하지 않는다, 따라서, 열거 조항과 별도로 음성적이

거나 간접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조항의 위반이라고 말하기 어

렵다. 제1항은 특히 거주성 여부를 중심으로 같은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

에 대한 과세에 대한 차별금지를 다루므로, 비거주자가 다른 형태로 원천지국에

서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예를 들면,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연예인·체육인 소득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3항은 인적 공제 등의 예외도 규정한다. 

제4항의 비용공제 차별금지의 경우에도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제9조 제1항, 제11

조 제8항 또는 제12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제5

항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도 조세조약 전체의 맥락에 따라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각 항에서 규정하는 비교대상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즉, 제1항은 같은 

상황(in the same circumstances)에 있는 국민, 제3항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기업, 제4항은 거주자에게 지급된 것과 같은 

조건에 의한(under the same conditions) 비용공제, 제5항은 다른 유사한 기업

(other similar enterprises) 등으로 비교대상 기준으로 사용되는 문구의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역시 차별금지조항이 전체 조문의 일관된 원칙을 고려하

지 않고 서로 다른 각 항이 모여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272) 増井 良啓, “二国間租税条約上の無差別条項”, 経済産業研究所, RIETI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10-J-051, 2010年 9月, p. 7. 예를 들어 어느 국가의 모든 

국민이 파란 눈을 가진 경우, 파란색이 아닌 눈을 가진 개인에 대해 중과세하는 세

법이 있다면, 이는 결국 외국인에 대해 중과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일종의 숨은 

차별에 해당한다. Id. 

273) OECD 모델 제24조 주석서 제1문단; IFA,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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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차별의 

성격 
비교대상 기준 효 과 비 고

    제1항: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직접

 차별

특히 거주성을 

중심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내국민

다르거나 더 

과중한 과세 

또는 요건 

부과 금지

모든 종류의

소득 대상

    제3항:

 고정사업장 

과세의 차별금지

 직접

 차별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내국기업

불리한 과세 

금지

 사업소득 

대상

    제4항: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

 간접

 차별

이자, 사용료, 

기타 지급금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조건하에 

비용공제

조세조약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제5항: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

 간접

 차별

다른 유사한 

국내기업

다르거나 더 

과중한 과세 

또는 요건

부과 금지 

맥락에 따라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이 

우선 적용 

   위에서 본 OECD 모델 차별금지조항의 여러 항들의 비교대상기준과 효과 및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OECD 모델 차별금지조항의 정리

 

   한편, 위에서 OECD 모델과 같이 살펴본 미국 모델은 일부 미국 특유의 규정

과 해석론을 갖고 있고, 대체로 OECD 모델보다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범위를 좁

게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모델 차별금지조항의 특징적인 부

분은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므로 일반적으로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같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점, 미국의 과소자본세제와 지점세 제

도를 차별금지조항의 예외로 규정한 점 및 대상조세에 州稅를 포함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OECD 모델이 미국 모델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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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실제적 관점에서,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많

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차별금지조항에 관한 외국의 판례들은 

동일한 상황의 의미, 고정사업장의 과세상 취급, 과소자본세제, 모·자회사 관계에 

따른 그룹과세 및 선납법인세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 차별금지 실체규정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들 판례를 기초로 본다면 대체로 외국의 법원은 고정사업

장 과세에 대해서는 차별금지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자본소유의 내외 여부

에 따른 조세차별 문제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장 최

근의 FCE 은행 사건과 같이 후자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발

견된다. 우리나라의 판례로 살펴본 두 건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따른 차별금지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가 쟁점이었으나, 우리 법원에서 모두 인용되지 아니하였

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OECD 모델 제24조의 차별금지조항에 충실하게 조세조약

을 체결하고, 국내세법의 제·개정에도 이 조항을 고려한다. 차별과세의 금지는 우

리나라 헌법상 평등원칙(제11조)과 외국인의 지위 보장(제6조 제2항) 규정에서도 

어느 정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OECD 모델의 각 항별로 비거주자·외국법인

에 대한 소득관련 세제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국적이 아닌 거주성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동 항의 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별로 없다. 제3

항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는 인적 공제를 제외하고 대체로 거주자·내국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

다. 제4항 비용공제 차별금지 및 제5항 자본소유 차별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OECD의 해석론을 감안하여 소득과세 규정을 둔다. 이와 같이, 조세조약의 차별

금지조항은 우리나라가 세법을 제·개정할 때 충분히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

에서 국내에서 동 조항의 규범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 

   OECD는 차별금지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비판과 각국 법원의 판례들

을 의식하여 2008년 모델조약의 주석서를 대폭 개정하였으나, 차별금지원칙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조문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OECD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일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OECD의 동향을 

보면 2~3년 후 이 작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 비조세조약상 차별금지

조항과의 조화 문제 등을 포함한 OECD 모델의 차별금지조항 본문의 근본적 개

정방향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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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목적은 통상·투자조약 및 EU법상 차별금지원칙과의 조화 문제를 

중심으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뒤에서 비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의 내용을 살펴본 후 더 논의가 되겠지만, 우선 여기서는 OECD가 

현행 OECD 모델 제24조의 목적과 항별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모델조약

의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선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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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비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과 조세에 대한 적용

 

   차별금지원칙은 통상·투자조약 및 EU법과 같은 비조세조약에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칙이다. 이 장에서는 비조세조약에서 조세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먼

저 살펴보고, 이어 투자협정, WTO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EU와 같은 경제통

합체까지 통합의 심화에 따라274) 차별금지원칙이 어떻게 조세 문제를 규율하고, 

조세 문제에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1절. 비조세조약과 조세 문제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세상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간 상

호작용과 조화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275) 그러나, 조세 문제는 통상·투자조약 등 

비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뿐만 아니라 WTO협정 및 EU조약의 보조금 이슈, 투

자협정의 수용(expropriation)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도 밀접하게 관계된다. 

사실 통상·투자조약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개방과 자유화를 목표로, 국경을 넘는 

상품, 서비스 및 자본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하고, 투자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이므로, 공공재정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취해지는 조

세정책 또는 행정조치가 통상·투자규범에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274) 경제통합의 단계에 관해 널리 알려진 헝가리 경제학자 Balassa의 분류에 따르면, 가

맹국간의 무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와 양적제한(quota system)을 폐지하여 역내 무

역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역내 무역자유화에 더

하여 가맹국이 대외적으로 공동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여기서 더 

나아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와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여기에 정부 간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조정을 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인 전면적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이 있

다. 현재 EU는 경제동맹에서 전면적 경제통합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5) 2008년 OECD의 제24조 주석 개정안 보고서는 GATS를 포함한 WTO협정과 투자협

정 등 많은 비조세협정들이 조세조치를 이용한 무역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차별조

치(disguised discrimination)에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 협정과 조세조약 간 

잠재적인 경합과 이들 협정의 조세조치에 대한 적용의 불확실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OECD의 기업산업자문회의(BIAC)는 OECD 조세위원회가 이러한 비조세조약의 

일반적인 차별금지조항을 참고하여 통상·투자조약의 광범위한 차별금지원칙이 차별

적인 조세조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OECD 모델 제24조의 조문과 그 주석서를 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OECD 모델(전체본), R(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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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조세와 통상조약의 관계를 보자.276) 어느 국가의 조세와 관련한 조치가 

통상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은 GATT 시절부터 있어 왔으며,277) 소

득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의 해외소득과세면제제도와278) 미국

의 내국국제판매법인(DISC)279) 과세제도의 GATT 제16조 제4항(보조금 금지) 위

반 여부가 문제되었다. 특히 1995년 WTO 출범 이후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패널절차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조세와 관련한 분쟁은 더욱 늘어나, GATT의 내

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보조금협정 등 여러 규범의 위반이 문제가 되었으며, 

가장 유명한 미국-FSC 사건280)에서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의 WTO 보조금협정(ASCM) 위반 여부가 문제 되어 미국이 패소하였다. 우

리나라도 간접세 사건이기는 하나 소주의 주세율이 위스키 등 ‘동종물품’의 세율

과 차별적으로 운용되어 GATT의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WTO 패널

분쟁281)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282)  

276) 직접세와 WTO협정의 상호작용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문헌으로, Daly, “The WTO 
and Direct Taxation”, Dicsussion Paper No. 9, WTO, June 2005; 정영진, “How far 
WTO should reach into income tax policies”, Journal of International Taxation, 
2005; Schoen,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and Tax Law”,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2004; Green, “Antilegalistic Approaches to Resolving 
Disputes Between Governments: A Comparison of the International Tax and 
Trade Regimes”, 23 Yale J. Int’l L. 79, 1998; McDaniel, “Trade Agreements and 
Income Taxation: Interactions, Conflicts, and Resolutions”, 57 Tax L. Rev. 275, 
2004; Brauner, “International Trade and Tax Agreements May be Cooridinated, 
but not Reconciled”, 25 Va. Tax Rev. 251, 2005; Cockfield & Arnold, “What can 
Trade Teach Tax? Examining Reform Options for Article 24(Non-Discrimination)”, 
World Tax Journal, IBFD, June 2010 참조.  

277) 직접세와 간접세가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GATT 이전인 국제연맹 시

대부터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3.1. 참조.  

278) Income tax practices maintained by Belgium(BISD 23S/127), Income tax practices 
maintained by France (BISD 23S/114), Income tax practices maintained by the 
Netherlands (BISD 23S/137).

279) United States — Income tax legislation (DISC) (BISD 23S/98).

280) US — FSC (DS108) 사건은 1970년대 DISC 사건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 장 3.2.2.라.
에서 소개한다.   

281)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DS75, 84)

282) WTO 보조금협정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세제·재정지원방안에 대해, 정재호·안덕근, 
“WTO 보조금협정에 적합한 조세재정지원정책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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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협정의 경우도 어느 국가의 조세조치가 수용,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내

국민대우 조항의 위반으로 투자자-국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

하고 있다.283) 이와 같이 조세 문제가 투자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

하여, 실제 투자협정에서는 여러 형태로 조세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다. 한-미 FTA의 예를 들면,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양해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284) 더욱 주목할 것은 2012년 5월 미국계 투자

펀드인 론스타가 국내자산의 매각과정에서 우리 과세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한-벨기에 투자협정상 차별금지, 수용 등 투자자보호 의무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개시하여 현재 ICSID의 중재절차가 진

행 중이라는 점이다.285)  

   EU조약의 경우에도 TFEU 제107조와 제108조는 경쟁의 왜곡을 가져오는 국가

보조금(state aid)을 금지하는데, 이른바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등은 조세보조금(tax subsidy)으로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286) 

   이와 같이 조세 문제는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 통상·투자조약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로, 국제조세법 학계와 국제경제법 

학계 모두 두 영역의 상호작용(interaction) 내지 연계성(nexus) 문제에 관심을 갖

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2절. 투자협정과 차별과세의 금지 

   우리나라의 통상·투자 관련 조약체계는 WTO의 다자간 무역협정을 기본으로, 

양자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287) 우리나

283) 조세조치에 관한 투자자-국가 중재의 사례는, 김정홍, “국제조세분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국가 중재에 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2. 11, p. 28-32 
참조. 

284) 한-미 FTA 부속서 11-F이며, 뒤의 주 537 참조. 

285) 뒤의 2.3. 참조. 

286) Helminen, EU Tax Law: Direct Taxation, IBFD, 2011, p. 35. 이와 관련, 최근 EU 집

행위원회 경쟁당국은 Apple, Starbucks 등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아일랜드, 네덜란드 

정부의 법인세 감면혜택이 국가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

으로 알려졌다. Financial Times, “Brussels probe shines spotlight on national tax 
authorities”, 2014.6.12. p.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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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투자에 관한 조약체제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체결해 온 양자투자협정과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통상조약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은 FTA의 투자 

Chapter로 대별된다. 

   이 절에서는 먼저 투자협정의 개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양자투자협정과 

조세차별 문제를 살펴본다.288) FTA에서의 투자 Chapter는 제4절에서 다룬다. 이

어서, 1990년대 중반 OECD의 주도로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자간

투자협정(MAI)에서 조세차별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소개한다.  

2.1. 투자협정의 개요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은 국가 간 투자의 장려,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되며, 조세조약과 함께 양자 간 경제협력관계를 규

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약이다.289) 일반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은 소극적 의미에서 

외국인 투자의 보호와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tection and Promotion Agreement)과 설립 전 투자(pre-establishment)290)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같이 투자보장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장개방

287) 이러한 투자협정과 FTA 이외에 양자 간 무역협정 및 경제협력협정도 통상관련 조약

의 범주에 들어가나, 이들 조약은 기본적으로 WTO협정의 틀에서 보장되는 차별금

지원칙과 국내법령의 범위에서 양국 간 무역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규정하기 때문

에 통상조약으로서 실질적으로 당사국들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효력은 없다.  

288) 이 절에서 일반적인 투자협정보다는 우리나라의 투자협정을 다루게 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3천여 개의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를 일반화시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협정의 적극적 체결국가인 우리나라의 투자협정을 검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89) 저자가 정부 내에서 조약체결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조세조약과 투

자협정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필요로 하여 정부에 체결

을 요청하는 조약이며, 투명하고 안정된 조세와 투자 환경을 보장하는 양 조약의 목

적을 고려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290) 설립 전 투자는 ‘투자의 허용’이자 ‘투자자의 시장진입’ 또는 ‘투자의 자유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설립 후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를 허용

할지 여부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하여 투자의 허용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외

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진입의 제한이 가능한 반면, 설립 전 투자는 특정산업에 대

한 보호를 위한 시장진입의 장벽을 제거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경영권 인수, 자산 

인수, 투자실행을 위한 사전단계 등 국경 간 투자활동에서 유보안에 기재한 것을 제

외하고는 협정당사국 국민과 기업에게 하나의 공동시장을 제공한다. 법무부, 『한국

의 투자협정 해설서』, 2010,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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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자유화협정(Investment Liberalization Agreement)으

로 나눌 수 있다.291) 여기서는 이 두 가지 협정을 통틀어 투자협정 또는 양자투

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이라 부르기로 한다. 

   투자협정의 원형은 우호통상항해조약(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에서 찾을 수 있다.292)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20

년간 해외에 진출한 자국민과 기업의 투자보호 및 보장의 법적 수단으로 우호통

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왔다.293) 미국에 이어 현대적인 의미의 투자협정 체결을 

주도한 국가는 독일로서 1959년 파키스탄 및 도미니카 공화국과 최초로 이를 체

결하였다.294) 투자협정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체결하기 시

작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여건이 발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특정 국가 간 또는 지역 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체결이 증가하고 있는 FTA의 경우 투자협정을 FTA의 한 Chapter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295)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투자의 범위와 정의(scope and definition of 

investment), 투자자에 대한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및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와 같은 투자의 일반대우 기준, 국유화 및 수용

(expropriation) 보상, 투자수익 등의 송금(transfer) 보장,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투자․투자자의 정의와, 투자보호에 관한 핵

심 규정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수용 및 보상, 포괄적 보호조항에 대해 살펴보

고,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및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291) 김정홍, p. 2, 주 1.

292) 최초의 FCN 조약은 미-불 간 FCN 조약인데, 초기의 FCN 조약은 무역과 투자가 분

화되기 전, 개인이 상품을 상대국으로 운반하여 상대국의 상업지구에서 거래행위를 

하던 시대에 이러한 개인(즉,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DiMascio & 
Pauwelyn, "Non-discrimination in Trade and Investment Treaties: Worlds Apart or 
Two sides of the Same Coin?", 102 Am. J. Int'l L.aw 48, 2008, p. 51.

293) Vandevelde, "A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12 U.C. Davis 
J. Int'l L. & Pol'y 157, 2005, p. 162.

294) Id. p. 169.

295) 이렇게 무역과 투자를 같은 조약에서 다루게 되는 이유로는 무역과 투자를 상호 대

체적 성격으로 보던 전통적 경제이론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 인식이 선

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자리 잡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FTA에서 이들 두 가

지 분야를 함께 협상하여 투자분야의 개방과 다른 분야의 양허를 서로 주고받음으

로써 일괄타결(package deal)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Id. p. 180-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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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 문제는 각각 뒤의 2.2. 및 IV.2.3.3.나.에서 별도로 다룬다.  

   먼저, 투자협정이란 결국 ‘투자(investment)’에 관한 협정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투자와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그 개념 정의가 곧 적용범위를 정하게 된다.296) 투

자협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의 범위를 '모든 종류의 자산(every kind of asset)'

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대개 그러한 자산은 동산 및 부동산,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포트폴리오 

및 간접투자 포함), 계약상 권리, 지적재산권 그리고 사업상의 양허로 분류된

다.297)  

   다음에 '투자자(investor)'를 보면, 일반적으로 국제투자 주체로서의 투자자는 

296) 법무부, 『양자간 투자협정 연구』, 2001, p. 21.

297) 산업자원부,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 사례로 본 정부정책적 시사점』, 2007. 1, p. 
22. 예를 들어, 한-우루과이 투자협정 제1조 제1항은 투자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

로 정의한다. 
     "1.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asset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investment has bee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including, though 
not exclusively:

      (a) an enterprise (being a legal person or any other entity constituted or 
organised under the applicable law of the host Contracting Party, whether 
or not for profit, and whether private or government  owned or 
controlled, and includes a corporation, trust,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branch, joint venture, association or organisation);

      (b) any other tangible, intangibl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any 
related property rights, such as mortgages, liens, leases or pledges;

      (c) shares, stocks and other forms of equitable participation in a company, 
or any business enterprise, and the rights or interest derived therefrom;

      (d) bonds, debentures, loans and other forms of debt, and rights or 
interests derived therefrom;

      (e) claims to money or to any performance under a contract having an 
economic value;

      (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rights with respect to copyright, 
patents, trademarks, trade names, industrial designs, technical processes, 
trade secrets and know-how, and goodwill;

      (g) any rights under a contract, including turn-key, construction, 
management, production, or revenue-sharing contracts; and

      (h) business concessions having an economic value conferred by law or 
under a contract, including concessions to search for, cultivate, extract or 
exploit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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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과 법인으로 분류된다.298) 자연인(natural persons)은 체약국의 법에 따라 

국적을 가진 국민을 말하며, 법인(juridical persons)은 회사, 공적기관 기타 각종 

단체로서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어떤 실체를 말한다.299) 즉, 투자자가 법

인인 경우 투자자 여부의 판단은 설립준거법지(place of incorporation)를 기준으

로 한다.300)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

할 의무를 나타내며, 최근의 투자협정에서는 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01) 

이 원칙은 투자유치국의 내국민과 제3국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내국민․최혜국

대우 원칙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302)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방식

으로 대별되는데, 문의적 해석에 충실하여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298) Id. p. 30. 

299) 한-우루과이 투자협정 제1조 제3항은 투자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investor" means any natural or juridical persons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inves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 the term "natural persons" means natural persons having the nationality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its laws, provided, 
however, that a natural person who is a dual national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ly a national of the State of his or her dominant and effective 
nationality; and

      (b) the term "juridical persons" means any entity such as companies, public 
institutions, authorities, foundations, partnerships, firms, establishments, 
organizations,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incorporated or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300) 이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거주지 판단기준을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

는 설립준거법지 등으로 체약국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301) Id. p. 122. 예를 들어, 한-우루과이 투자협정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의 일부로 규정한다.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아울러, 동 조 제3항(a)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적법절차에 따라 사법․행정적 절

차에 있어서 정의를 부인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embodied in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302) 법무부, 앞의 책(주 296), p. 7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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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으나, 이에 반해 이를 국제법적 최소기준(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과 같은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303) 대체로,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의 규정, 협약 체결과정, 체약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이 원칙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304) 

   수용과 보상(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은 많은 선진국들이 1960~70

년대에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될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다.305) 일

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용을 위해서는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이 필요하다.306) 수용은 국가가 외

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재산권을 이전․박탈하는 직접수용 이외에도 

국가의 규제조치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이익을 박탈하는 효과를 갖

는 간접수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간접수용의 경우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한과 상

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는

데,307) 특히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일부 투자

협정 또는 FTA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양해규정을 두기도 한다.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많은 투자협정에서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규정하며, 그 

가치의 계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정에 따라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 현금흐름할인, 자산의 교환가치 기준 등으로 평가한다.308) 

303) Id. p. 73에서 재인용. 한편, 최소기준 대우는 체약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서 인정된 권리만큼은 최소한 부여한다는 원칙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국

가가 자국민에게 대우하는 기준과는 별도로 국제법상 최소한의 기본적 수준 이상으

로 대우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산업자원부, p. 124.  

304) 산업자원부, p. 122.

305) 법무부, 앞의 책(주 296), p. 90. 

306) 산업자원부, p. 85. 역시, 한-우루과이 투자협정 제5조 제1항도 수용에 관해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1. Investments of an investor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nationalized, 

expropria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rect expropriation") or otherwise 
subjected to any other actions having an effect equivalent to nationalization or 
expropr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except for public purposes and against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can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unless it interferes with a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right in an investment. The expropriation shall be carried out 
on a non- discriminatory basis an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30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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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은 직역하여 우산조항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투자자-국가 간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으

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작용하며, 실제 투자협정중재에서 문제되고 있다.309) 이러

한 포괄적 보호조항은 특히 개도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대형국책사업에 참여하

는 경우에 그 의미가 크다.310) 즉, 개도국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정부의 계약위반은 포괄적 보호조항에 따라 단순한 계약위반을 

넘어 투자협정 위반으로 투자자-국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2.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차별금지원칙과 조세

   우리나라는 1967년 최초로 독일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꾸준히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2014년 4월 현재 93개국과의 투자협정이 발효 중에 있

다.311) 그러면, 투자협정이 조세차별 문제에 적용되는가? 이는 투자협정의 최혜

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조항312)이 어느 체약국의 차별적인 조세조치에 적용되는

308) Id. p. 96.

309) Id. p. 188 참조. 한편, 한-우루과이 투자협정 제12조 제2항은 중앙정부와 투자자 간 

계약에 한정하여 이를 포괄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any specific investment agreement between an authority at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of a Party and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may 
have entered into force."

310) Id. p. 205. 

311) 우리나라의 투자협정 체결현황은  http://www.mofa.go.kr/trade/economy/  
     agreement/status/index.jsp?menu=m_30_160_10&tabmenu=t_2 참조. 여기서 투자협

정 체결 국가는 FTA의 투자 Chapter까지 포함한 것이다.

312) 참고로 한-우루과이 투자보장협정(2011. 12. 8. 발효, 조약 제2607호) 제3조는 내국

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in its territory to invest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treatment") or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accord, to investor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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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문제이다. 

   가령, A국과 B국 간 투자협정이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A국과 

B국, A국과 C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이 

각각 A-B국은 10%, A-C국은 5%라고 하자. 이 때 A국 법인에 투자한 B국의 거

주자인 투자자는 같은 법인에 투자한 C국의 거주자인 투자자보다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높다는 이유로 A국을 상대로 A-B 투자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아울러, 이와 같이 B국의 투자자는 10%의 배당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A

국의 거주자인 투자자가 A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A국의 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한다고 하자. 이 때 B국의 투자자는 A국의 투자자보다 배당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된다는 이유로 A국을 상대로 A-B 투자협정 위반 문제를 제

기할 수 있는가? 전자의 질문은 최혜국대우의 문제이고, 후자의 질문은 내국민대

우의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 우선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의미를 살펴보

자.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은 투자협정의 초창기부터 존재하였으나, 동 규

정이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 말 이후이며, 이 시기에 개도국들이 외국

인 투자 보호에 대한 국내기준을 '최소한의 국제기준(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 이상으로 향상시켰기 때문이다.313) 내국민대우 규정은 협정마다 약간

씩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실제 투자자-국가 분쟁(Investor-State Dispute) 중

재 판례들의 태도도 다양하기 때문에,314) 여기서는 내국민대우의 핵심 개념인 

“타방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같은 상황에서 일방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의 해석론을 간단히 살펴본다. 

   먼저, ‘투자자’ 및 ‘투자’는 앞에서 본 대로 협정에 정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정의에 따르면 되고, ‘같은 상황(like circumstances)'과 ’불리하

지 않은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의 해석이 중요하다. 같은 상황의 판

단 여부는 대체로 같은 산업계(same business or economic sector)에 있는 투자

other Contracting Party as regard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their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national treatment) or to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313) DiMascio & Pauwelyn, p. 67.

314)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해석론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DiMascio & Pauwelyn
의 앞의 글(주 2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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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준을 많이 적용하나, 같은 산업계의 범위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까지 보

기도 하고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기도 한다.315) 불리하지 않은 대

우는 투자협정의 목적과 연관지어 판단하는데, 대체로 개별투자자의 공정한 대우

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시장에서 내국민과 동일한 경쟁적 지위를 보장

하는 것을 투자협정의 목적으로 본다.316)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교의 대상은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국내기업이 되며, 또한 청구인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317)  

   최혜국대우 역시 내국민대우와 같은 조문 구조로 되어 있으며, 비교대상이 제

3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라는 점에서 내국민대우와 차이가 있다. 최혜국대우와 관

련한 가장 어려운 쟁점은 투자협정의 어느 당사국이 제3국과 체결한 투자협정의 

유리한 투자자 보호조항이 어느 정도까지 당해 투자협정의 투자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318) 예를 들어, 투자협정의 실체규정 외에 투자자-국가 중

재 등 분쟁해결절차규정까지 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그 적용범

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319) 실제 중재판정 중에는 투자협정

의 실체규정320) 뿐만 아니라, 절차규정에도 최혜국대우를 적용한 사례321)가 있

다. 아무튼, 이러한 최혜국대우 범위의 확대로 인해, 양자조약 형태로 체결되고 

운영되는 투자협정체제는 최혜국대우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는 정도에 따라 같은 

투자자 보호 내용이 사실상 모든 투자협정 당사국에 적용되는 '투자협정의 다자

315) 서철원, “투자보장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 분석: GATT에서의 내국민대우와 비교하

여”,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3호, 2008. 12, p. 79. 

316) Id. p. 80-81 참조.

317) Id. 참조. 

318) 법무부, 앞의 책(주 290), p. 155 참조.

319) Id; 산업자원부, p. 175-186 참조.

320) 대표적인 예로 ADF v. 미국 사건(2003)이 언급된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NAFTA 
자유무역위원회가 최소기준대우 규정을 좁게 해석한 데 자극받아 미국이 체결한 다

른 투자협정에 포함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조항과 완전한 보호 및 안전보장 조항

을 원용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원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산업자원부, p. 183 
참조.   

321) 이와 관련, Maffezini v. 스페인(2000) 사건은 많은 논쟁을 일으켰는데, 신청인은 국

내법원 제소 후 18개월 경과 후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르헨티나-스페

인 투자협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법원 제소요건 없이 바로 국제중재신청이 가능한 

칠레-스페인 투자협정을 원용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인정하였다. Id. p. 17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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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multilateralization of BITs)'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위에서 본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조세조치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인 투자협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투자협정에서는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어느 체약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대우 또는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문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322) 

실제 우리나라와 투자교류가 비교적 큰 11개 국가와의 투자협정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조항이 8개국과의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323)324) 달리 말하면, 이들 투자

협정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대우 또는 혜택은 투자협정의 차별금지원칙의 적

용을 받지 않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325) 이와 같이 조세조약을 투자협정

의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차별금지의무와 조세조약 체

322) 예를 들면,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 제3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동 조의 

제1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제2항은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규정이다.)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oblige one Contracting Party to extend to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benefit of any treatment, preference or privilege 
resulting from any international agreement or arrangement relating wholly or 
mainly to taxation, including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323) 김정홍, p. 24. 11개 국가(발효연도)는 독일(‘67), 영국(’76), 프랑스(‘79), 핀란드(’96), 
네덜란드(‘05), 벨기에(’11), 홍콩(‘97), 일본(’03), 중국(‘07), 남아공(’97), 파나마(‘02)로, 
대륙별로 우리나라와 투자거래 규모가 큰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한 것이며, 이 중에

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324) 한편, 최근 미국 조세법원에서 1956년 한-미 우호통상항해(FCN) 조약의 최혜국대우 

문제가 쟁점이 된 적이 있다(136 T.C. No. 28, 2011. 6.13. 참조). 이 사건 원고는 한

국인(한국거주자) 2명으로, 단기 미국 여행 중 미국 내 카지노에서 번 도박소득과, 
이자·배당·양도소득 등 고정소득이 발생하여, 도박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그러나, 미 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조사에서 도박소득

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발견하여 미납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

고는, 미국 원천소득인 도박소득에 대해 1979년 한-미 조세조약상 별도의 소득항목

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미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한-미 FCN 조약 제11조 

제3항의 최혜국대우 규정을 원용하여, 이러한 도박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거주지국에 있는 제3국 조세조약의 혜택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조세법원은 한

-미 FCN 조약 제11조 제5항에서 상호주의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조세혜택의 경우 

최혜국대우 적용에서 유보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최혜국대우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단하였다.  

325) 이와 같이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의 차별여부 문제에 대하여만 투자협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투자협정의 수용(expropriation),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등 주요 투자보호 조항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치에 대해 적용되

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홍, p. 24-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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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관한 국가의 조세주권과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326) 이를 

통해 투자협정의 당사국들은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된다.32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투자협정을 제외하고는328) 차별금지원칙에 대

한 조세의 일반적 배제(general tax carve-out) 조항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329) 

이렇게 되면, 투자협정 체약국의 조세조치가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

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

리나라 과세당국의 조치가 한-벨기에 투자협정상 투자자-국가 분쟁의 대상이 되

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투자협정에서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조세의 일반

적 배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투자협정을 원용하여 다시 

최혜국대우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조세조치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의 취지를 감안하면 부정적으로 새겨야 할 것

이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현재의 국제투자법은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듯하다. 

326) Waldo & Kolo, “Investor-State Disputes: The Interface Between Treaty-Based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and Fiscal Sovereignty”, Intertax, Vol. 35, 
Issue 8/9, 2007, p. 433 참조.  

327) Id.

328) 한-우루과이 투자협정 제3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이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조세의 일

반적 배제를 규정한다. 
     “4. The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and 2 do not apply to:
     (c) taxation measures.“ 
     아울러, 한-쿠웨이트 투자협정 제3조 제3항은 조세 관련 조약뿐만 아니라 국내

세법에 따른 어떤 조치에도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However,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so as to 
oblige one Contracting Party to extend to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benefit of any treatment, preference or privilege 
resulting from :

     (b) any international, regional or bilateral agreement or other similar 
arrangement or any domestic legislation relating wholly or mainly to 
taxation.“ 

329) 우리나라의 90여건 투자협정을 모두 살펴본 결과, 그 중 약 30건 정도에서만 앞의 

주 328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조세의 배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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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제조세분쟁과 투자자-국가 중재: 론스타 조세분쟁의 경우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산의 수용 등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에 제소하는 경

우가 있다. 이를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라 하

며,330) 1990년대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많지는 않으나 조세와 관련한 투자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투

자자-국가 중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5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가, 외환위기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던 외환

은행 및 스타타워(주) 등 국내자산의 매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

치가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위반하는 수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국

가 분쟁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였고, 2013년 5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절

차에 따라 중재패널이 구성되어 심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331) 

   론스타 분쟁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쟁점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론스

타측이 우리 정부에 송부한 분쟁통보 서한을 보면,332) 한-벨기에 투자협정상 내

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도 주장하고 있어, 만약 이 부분이 우리 정부

의 차별적 조세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333) 한-벨기에 조세조약과의 

330) 이에 대해서는 IV.2.3.2.나.에서 다룬다. 

331) ICSID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사건명과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다.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12/37).

332) 론스타는 총 19쪽으로 된 서한(첨부 Memorandum 포함)에서 외환은행의 인수 단계

부터 하나은행에 지분을 매각하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한-벨기에 투

자협정 위반과 관련한 주장 사실을 서술하고, 구체적으로 협정 제2.2조(공정하고 공

평한 대우, 완전하고 계속적인 보호와 안전), 제2.3조(투자의 운영 등에 대한 자의적

이고 차별적인 방해 금지), 제3.1 및 3.2조(투자와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

우), 제5조(보상되지 않은 수용의 금지), 제6조(투자와 수익에 대한 자유송금의 보장

의무) 등의 위반을 적시하였는데, 결국 론스타가 분쟁대상으로 문제 삼는 우리 정부

의 조치는 두 가지로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여러 조치와 외환은

행 주식양도와 관련한 국세청의 과세조치이다.  

333) 조세 문제와 관련한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외환은행과 스타타워(주)의 주식양도차

익에 대한 과세권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의 거주지국인 벨기에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순전히 과세권 극대화를 목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과세

조치(즉,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스타타워에 대한 투자를 거의 같은 거래형식으로 구

성하였는데도 한 쪽은 고정사업장이 있고, 다른 쪽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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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334)     

   이와 관련, 한-벨기에 투자협정 제3조 제4항은 위에서 본대로 투자 및 투자자

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가 조세조약에 따른 대우 또는 혜택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론스타측이 주장하는 조세조치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른 대우 또는 혜택과 관계없이 우리 국내세법에 따른 과세당국의 

조치인 경우에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조세의 일반적 배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

지 않으므로, 동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조항이 조세조치에 적용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다. 

2.4.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투자협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투

자협정의 조세 문제, 특히 조세차별 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요

컨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협정과 조세조약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조세조약에 

따른 대우 또는 혜택은 투자협정의 차별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예외가 인

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약 2/3는 조세의 일반적 배제(general tax 

carve-out)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국내세법에 따른 조세조치가 투자협정의 내국

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에 관해 우리 정부가 취한 조세조치가 한-

벨기에 투자협정 위반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중재절차에 회부됨에 따라, 다른 개

도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먼 것으로 보였던 투자자-국가 분

쟁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현실이 되었다. 이런 분쟁은 이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어

서는 문제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는 조세조치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조약

과 통상․투자조약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335)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이러한 경제조약의 체결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아 과세)를 하였다는 것이다. 론스타측 Memorandum 제42-56문단 참조.   

334) 이 경우, 론스타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은 직접세의 차별 문제가 국제투자분쟁의 대

상이 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투자자-국가 분쟁의 대상이 

된 조세는 주로 간접세였고, 이 또한 차별금지원칙보다는 수용, 공정하고 공평한 대

우 등 다른 투자보호 조항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이다. 

335)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김정홍, p. 32-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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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조세 문제

   WTO 출범 이후 투자자유화에 관한 다자간 국제규범의 성립을 목표로 OECD

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야심차게 추진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협상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타결에 실패하고 

결렬되었다. 그러나, MAI 문안에도 조세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투자협정에서 조세차별 문제를 다루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어 간략히 소개한다.336)  

2.5.1. MAI의 추진경과 

   이 장 3.2.4.에서 보겠지만,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협정은 상품무역

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투자 문제를 규율하는 협정이다. 이러한 TRIMs 협정은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새로운 협상의 場이 필요하였다. 이에 이른바 '선진

국들의 클럽'인 OECD는 1994년 각료이사회337)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1995년 이에 관한 보고서가 OECD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됨에 따

라 MAI 협상이 개시되었다.338) 

   MAI 협상은 1996년부터 1998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협상과정

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원활히 조정되지 못하고, 특히 환경, 노동, 문

화 등의 규제완화에 관한 비정부단체(NGO)339) 및 일부 개도국들의 반발과, 협상 

336) MAI 협상에 관한 OECD의 공식문서 및 참고자료는 http://www1.oecd.org/daf/mai/ 
index.htm 참조.

337)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는 OECD 회원국의 경제·재무 장관들

이 1년에 한 번 모여 OECD의 전략적 방향 등을 논의하는 OECD의 최고의사결정기

관이다.  

338) 당시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MAI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broad multilater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with high standards 

for the liberalization of investment regimes and investment protection and with 
effective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339) 1997년 MAI 협상안이 비정부단체에 유출되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특히 환경 

및 노동 관련 비정부단체의 전 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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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들의 정치적 지지 부족 등으로 논의의 실체적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에 따라, OECD는 결국 1998년 말 MAI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고 말았다. 그 이후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도 투자협정을 협상의제로 채택하려는 시도

가 있었으나340) 개도국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현재 투자 문제에 관한 

조약 체제는 포괄적인 다자간협약이 존재하지 않고, 양자투자협정과 WTO TRIMs 

협정 및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서 투자 Chapter를 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남게 되었다.  

   MAI 협정안은 일관되고 투명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보호를 목표로 하며,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41) 

   우선, 협정의 핵심원칙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 보장 의무를 

통해 강력한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이는 일반적 예외 및 국별 유보에 의해 

제한된다. 이러한 차별금지의무는 또한 현상동결(standstill)과 규제철폐(rollback) 

조항으로 보장된다.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 규정은 NAFTA와 비슷한 

수준342)에서 규정되었다. 

   또한, 수용, 보상, 代位(subrogation), 송금 등 투자협정의 일반적 투자보호 규

정 외에 투자협정과 차별화되는 MAI의 규정 중 하나는 주요 인력의 이동

(movement of key personnel)이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있어 핵심인력

의 국가 간 이동은 필수적이며, 이 규정은 이러한 인력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이사 등 경영진의 국적요

건 금지, 민영화·독점공급·투자유인에 대한 차별금지도 규정하였다. 

   분쟁해결 규정은 국가 간 분쟁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으로 나누어, 비공식 협

의 단계를 거쳐 강제적 중재패널에서 이를 다루도록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협정

의 모든 의무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예외규정에서는 안보, 국제수지 및 금융위기, 조부조항(비합치조치), 

지역경제통합 및 문화 등의 예외가 제안되었다.  

2.5.2. MAI의 조세관련 규정 

340)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시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로 '무역과 투자'가 처음 

제기되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이 2004년 DDA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341) 1998년 5월 현재 MAI의 현황보고서는 http://www.oecd.org/daf/mai/pdf/ng/ng98 
17e.pdf 참조. 

342) 이 장 4.2.2.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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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의 조세관련 규정의 협상은 별도의 조세 전문가그룹이 담당하였고, 동 그

룹의 논의결과를 전체 협상그룹(Negotiation Group)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MAI는 조세와 관련하여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paragraphs 2 to ... below."라고 하여 별도로 일반적 배제(general carve-out) 조

항을 두고,343) 수용(expropriation)과 투명성(transparency)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세조치344)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MAI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 조항은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민대우와 관련, MAI의 조세 배제

조항 주석서345)에는 대다수의 협상참가국들이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조세조치는 

조세조약 및 조세정책의 틀에서 다루어야 하며, 조세에 관한 정부정책의 자율성

을 보장할 필요성에 따라 MAI의 규정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였다고 되어 있

다.346) 아울러,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서로 조세조약의 당사자이며, 분쟁해결을 

위한 상호합의도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조세조치를 MAI의 적용대상

에서 배제하는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또한, 조세 문제를 내국민대우의 적용대상

으로 하는 경우, 특히 OECD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없

는 상대 국가들347)이 MAI에 가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각국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조치의 실효적인 운영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최혜국대우

343) 1997년 3월 MAI의 조세관련 협상그룹의 보고서는 http://www.oecd.org/daf/mai/ 
pdf/eg2/eg2971e.pdf 참조. 

344) 여기서 조세조치(taxation measures)는 협정당사국의 세법규정이나 조세행정조치 및 

조세조약 또는 조세관련 협정의 규정을 포함한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any provision relating to taxes of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or of a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a local authority therein, or any administrative 
practices of the Contracting Party relating to taxes; and

     ii) any provision relating to taxes of any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of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or arrangement by which the 
Contracting Party is bound." Id.

345) Id. p. 9.

346) 다만, 당시 협상참가국 중 5개 국가는 일부 OECD 국가의 조세조약이 포괄적인 차

별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MAI의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조세분쟁을 구속적 분쟁

해결절차에 두는 것이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조세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는 점을 들어 조세조치를 내국민대우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Id. 

347) 즉, 주로 조세피난처(tax haven) 지역 및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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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MAI 협상그룹은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

로 합의하였다. 

2.5.3. 평가

   높은 수준의 다자간 투자의 개방과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MAI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은 양자투자협정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투자 Chapter 형태를 위주로 체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양자투자협정 체제

가 갖고 있는 문제점, 즉, 최혜국대우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란, 서로 조금씩 다

른 투자협정 문안에 따른 협정체제의 통일성 부재와 중재판정결과의 일관성 문

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는 여러 국가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자간 투자협약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MAI는 수용과 투명성 조항만 조세 문제에 적용되고, 조

세차별 문제에는 NAFTA와 같이 일반적 적용 배제(general carve-out)(뒤의 4.2.2.

라. 참조)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협상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우선 MAI 협상의 참

가국들이 기본적으로 OECD 회원국들이고, 이들 국가들은 차별금지조항을 포함

하는 OECD 모델에 기반을 둔 조세조약의 체약당사국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당시 MAI 협상을 주도한 미국의 기본 입장이 투자협정에서 조세를 일반적

으로 배제하는 것이었으므로,348)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한

348) 미국은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양자투자협정(BIT) 모델을 갖고 이를 꾸준히 

개정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미국 BIT 모델(2012년)은 조세 문제를 원칙적으로 

BIT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제21조)을 두고 있다. 즉, 동 규정에 따르면 수용

(expropriation)과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을 제외한 투자의 실체적 보호

규정은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BIT와 조세조약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의 

우월을 명시한다. 또한 BIT와 조세조약 간 불일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조

세조약상 권한 있는 당국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 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

다.   
                               “Article 21: Taxation 
     1. Except as provided in this Article, nothing in Section A shall impose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axation measures.  
     2. Article 6 [Expropriation] shall apply to all taxation measures, except that 

a claimant that asserts that a taxation measure involves an expropriation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B only if:  

      (a) the claimant has first referred to the competent tax authorities of both 
Parties in writing the issue of whether that taxation measure involves an 
expropri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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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9) 아무튼, MAI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투자협정과 조세차별 문제에 관한 당

시 협상참가국들의 인식과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제3절.  WTO협정과 차별과세의 금지  

   양자투자협정 조세차별에 대한 적용 문제에 이어, 이 절에서는 제2차 세계대

전 후 GATT에서 비롯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진정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법적 

기반이 된 WTO협정에서 조세차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GATT/WTO 체제까지 국제통상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고, 상품·서비스 무역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와 관련한 조세차별에 대해 각각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및 

TRIMs(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협정의 적용 문제를 

다룬다.    

3.1. 조세와 국제무역기구(ITO)의 구상, 그리고 GATT/WTO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상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47년 설립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현대적인 국제통상체제의 출발점으로 흔히 인

식하고 있고,350) 1986년~1993년 간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b) within 180 days after the date of such referral, the competent tax 
authorities of both Parties fail to agree that the taxation measure is not 
an expropriation. 

     3. Subject to paragraph 4, Article 8 [Performance Requirements] (2) through 
(4) shall apply to all taxation measures. 

     4.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ither 
Party under any tax conven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Treaty and any such convention, that convention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In the case of a tax convention between the 
Par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under that convention shall have sole 
responsibility for determining whether any inconsistency exists between this 
Treaty and that convention.“ 

349) Green, p. 95 참조.

350) 정영진·이재민, 『신 통상법 및 통상정책』, 박영사, 2012, p.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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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로 1995년부터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351)를 GATT를 대체하는 국제기구로 이해한다. 

   그러나, 조세와 국제통상의 관계는 GATT 보다 훨씬 이전인 1920년대부터 논

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직접세와 간접세 모두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미 1920년대에 국제상공회의소와 국제연맹 모두에 의해 공유되

기 시작하였고, 특히 국제연맹 조세위원회(fiscal committee)의 최종 보고서는 이

중과세와 일부 직접세 조치가 ‘무역장벽(trade barriers)’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

히 하였다.352) Farrell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직접세와 간접세가 각

각 국제조세와 국제통상이라는 별개의 체제하에서 다루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국제연맹의 조세위원회353)가 이중과세방지 문제를 다자간 조세조약에 의해 규율

하는 데 반대하고 이중과세방지 문제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서부터라고 한다.354) 이와 같이 직접세 문제에 최혜국대우 적용이 거부되면서 자

연히 국제무역의 근본원칙과 어긋나게 되고 통상조약에서 직접세 문제가 다루어

지지 않기 시작하였다.355) 

   한편, GATT와는 별개로 현재의 WTO와 유사한 국제기구를 목표로 1940년대 

후반 UN 차원에서 설립이 추진되었던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도 국제조세와 관련성을 갖고 있다. ITO는 원래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함께 브레튼우즈 체제

(Bretton Woods System)356)라고 불리는 戰後 국제경제협력체제를 무역측면에서 

규율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1948년 ITO 헌장(Havana Charter)은 고용, 노동, 개

351) 2014년 6월 현재 160개국이 WTO에 가입되어 있다. 

352) Farrell, ¶ 2.2. 특히, 1946년 국제연맹 재정위원회 제10차 회의(최종) 보고서를 보면, 
소득세의 이중과세뿐만 아니라 상업 방문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 타방당사국의 거주

자가 간헐적인 거래에 의해 버는 소득에 대한 조세, 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소득귀속 및 손금부인,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차등 세율의 

적용 및 손금인정의 차별,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추계과세 등을 무역장벽의 예로 

명시하고 있다. Altman, Dispute Resolution Under Tax Treaties, Doctoral Series 11, 
IBFD, 2005, p. 150, 주 553. 

353) 이는 1946년 UN의 조세위원회가 된다. 

354) Farrell, ¶ 2.2. 참조.

355) Id.   

356) 양 세계대전 사이(inter-war period)의 국가 간 경제협력 실패 및 경제적 혼란이 제2
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탄생한 것

이 브레튼우즈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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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경쟁, 투자 등 현재의 WTO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역관련 이슈

(trade-related issues)들을 포함하는 등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

준의 자유화 및 개방정책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ITO 설립을 주도했던 미국이 의

회의 거부를 이유로 ITO 헌장의 비준을 포기하게 되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

에 따라, 1947년 GATT만이 유일한 다자간 무역규범으로 잠정적인 체제를 유지

하면서 WTO가 설립될 때까지 지속하였던 것이다.357) 

   국제조세 측면에서 하바나 헌장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헌장 제11조358) 및 

제72조359)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장려하

고 있는 점이다.360) 즉, 앞에서 본대로 이 문제는 국제연맹시대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인식된 바 있으나, 60여 년 전에 ITO의 설립을 논의한 정부대표들이 국제

통상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라는 국제조세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357) GATT는 체약국 간 관세양허와 무역에 관한 일반적 규범을 담은 협정으로 원래는 

ITO 헌장의 일부로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ITO 헌장의 실패를 배경으로 GATT
는 그와 별도로 ‘잠정적인 적용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에 따라 1947년 23개 체약국 간에 발효되게 된다. GATT는 법적으로 국제기구는 아

니며,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의 형식으로 사실상 국제기구 역할을 하면서 

1995년 말까지 약 50년간 존속하게 된다. 이러한 종전의 GATT를 1947년 GATT라 

부른다. Jackson, p. 39-49;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4_ 
e.htm 참조.

358)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1: Means of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2. The Organization may, in such collaboration with other inter- 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may be appropriate:
      (a) make recommendations for and promot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n measures designed. 
       (ii) to avoid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n order to stimulate foreign private 

investments;“

359)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72: Functions
     1. The Organization shall perform the functions attributed to it elsewhere in this 

Charter. In addition, the Organization shall have the following functions:  
     (c) to undertake studies, and, having due regard to the objectives of this 

Charter and the constitutional and legal systems of Members, make 
recommendations, and promote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concerning, 
measures designed      

      (ii) to expand the volume and to improve the bases of international trade, 
including measures designed to facilitate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360) 김정홍,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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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만약 당시 ITO가 예정대로 출범했더라면 국제조세

와 국제통상 체제는 지금보다 훨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양 국제규범의 긴밀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

사적으로 국제통상규범과 국제조세규범은 서로 다른 발전과정을 겪어왔다. 각국 

정부 내의 소관부처를 보아도 국제통상업무는 대체로 외무부 또는 산업부가 맡

고,361) 국제조세업무는 재무부가 맡는다. 이러한 부처 관할의 차이는 실제 UR 협

상에서 소득세가 WTO의 규율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부 내 갈등관

계로 나타나기도 하였다.362)   

   여하튼 GATT 1947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7차례의 무역라운드와, 1986년 푼타

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시된 제8차 무역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우

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종결됨으로써 1995년 WTO가 탄생하였다. 

 < 표 2 > WTO협정체제의 개요363)  

361) 미국무역대표부(USTR)과 같이 대외 통상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도 있으나, 이는 예

외적인 경우이다.   

362) 예를 들면,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스웨덴 외무장관은 소득세 조치를 WTO의 적용대

상으로 주장한 반면, 스웨덴 재무부의 조세담당 공무원들은 조세의 배제

(carve-out)를 주장하였고 , 미국의 경우도 무역대표부 (USTR)와 재무부가 조세

의 배제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Arnold, Sasseville & Zolt,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an invitational seminar on tax treaties in the 21st century”,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Vol. 56, IBFD, June 2002, p. 237.

363)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agrm1_e.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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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와 비교하여 볼 때, WTO 체제는 그 협정문 체제를 보면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위의 표와 같이 WTO는 WTO 설립협정, GATT를 비롯한 다

자간 상품무역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364),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분쟁해결양해(DSU) 및 무역정책

검토제도(TPRM)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국제통상법 체계를 구축하여 다자간 무역

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WTO 규범의 확대는 WTO 규범과 회원국 국

내조세법의 상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WTO가 회원국의 조세정책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365) 그러므로, 회원국의 국내세법과 

WTO협정의 불합치에 따라 WTO에서 조세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366) 아래에서는 WTO법의 차별금지원칙 규정과 이들 규정의 조세조

치에 대한 적용문제에 관해 살펴본다. 

                    

3.2. WTO법상 차별금지원칙과 조세

   흔히 WTO협정체제의 초석으로 불리는 차별금지원칙은 협정 전반에 걸쳐 여

러 형태와 내용으로 선언되고 있는데, 우선 WTO협정 前文은 '국제무역관계에서 

차별적 대우의 제거(elimina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in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를 그 목적으로 명시한다.367) 이러한 WTO협정에서 두 개의 핵심

적인 차별금지원칙은 ‘GATT 1994’ 제1조의 최혜국대우원칙과 제3조의 내국민대

우원칙으로, 이들 원칙은 상품·서비스 및 지적재산 무역과 국제투자 등에 관한 

법원칙의 근간이 되고 있다.368)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별금지원칙이 조세 문제에 

364) 농업, 위생 및 식물위생, 섬유의복, 기술장벽, 무역관련투자, 반덤핑, 관세평가, 선적 전 

검사, 원산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 상품무역에 관한 다

양한 분야를 다룬다. 

365) Daly, p. 2. 

366) Id. 2012년 현재 GATT/WTO 체제하에서 조세관련 분쟁의 통계를 보면 GATT 1947
하에서 총 124건의 분쟁 중 22건, WTO 체제하에서 총 402건의 분쟁 중 38건으로 

총 60건에 달한다. 따라서, 통상분쟁 10건 중 1건은 조세에 관한 분쟁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Farrell, ¶ 3.3.1 참조.

367) WTO협정 전문 제3문단. 

368) 심영규,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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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GATT와 GATS 및 TRIMs 협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369) 

3.2.1. WTO법상 조세의 정의 

   WTO협정체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정부의 조치로 사용되는 용어는 

duties, taxes, fees, other charges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duties는 관세(customs 

duties), fees는 일정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other charges는 부과금으로 해석

된다. 그러면 WTO협정체제에서 'tax(조세)'는 무엇인가? 

   아쉽게도 WTO협정에는 조세의 일반적인 정의가 없다.370) 다만, 보조금협정

(ASCM)의 부속서 I(수출보조금의 예시)의 ‘(e) 수출 관련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부

담금의 감면 등(full or partial exemption, remission, or deferral specifically 

related to exports, of direct taxes or social welfare charges paid or payable 

by industrial or commercial enterprises)’에 관한 각주 58에 직접세(direct taxes), 

수입부과금(import charges) 및 간접세(indirect taxes)를 각각 정의하고 있고, 이

러한 정의가 WTO협정 전체에 차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371) 여기서 ‘직접세’는 

임금, 이윤, 이자, 지대, 사용료 및 다른 모든 형태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동산 소유에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372) ‘수입부과금’은 관세, 조세 및 다른 

재정적 부과금을,373) ‘간접세’는 판매, 소비, 매상, 부가가치, 면허, 인지, 이전, 재

고 및 설비에 대한 조세 및 국경세와, 직접세와 수입부과금 이외의 모든 조세를 

369) WTO협정의 차별금지원칙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Davey, Non- discrimin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Rules and Exceptions,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2012 참조.   

370) WTO협정에 조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은 각 WTO 회원국이 저마다 국

내법 체계에서 말하는 조세 개념을 적용하게 되어 협정의 일관된 적용을 어렵게 하

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71) Schoen, p. 287.

37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erm "direct taxes" shall mean taxes on wages, profits, interests, rents, 

royalties, and all other forms of income, and taxes on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37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erm "import charges" shall mean tariff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not elsewhere enumerated in this note that are levied on imports.”



- 117 -

의미한다.374) 이와 같이 WTO협정상 직접세와 간접세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개

념이며, 이 절에서 직접세,375) 간접세 및 수입부과금은 이러한 WTO 보조금협정

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3.2.2. GATT의 차별금지원칙과 조세 

 가. GATT의 개요 

   GATT376)의 핵심 의무는 체약국간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의 한도를 

정하는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로서 이는 제2조와 양허율표(schedules)에 규

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최혜국대우(제1조) 및 내국민대우(제3조)로 구성된 비차

별대우, 반덤핑·상계관세(제6조), 관세평가(제7조), 세관행정절차(제8조, 제10조), 

원산지(제9조), 수량제한(제11조), 보조금(제16조) 및 국영무역(제17조) 등이 모두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적 규범을 구성한다.377) 또한, GATT는 국제수지 예외(제

12~15조), 긴급수입제한조치(제19조), 일반적 예외(제20조), 안보상 예외(제21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의 예외(제24조) 등 다양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

다.   

   아래에서는 GATT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원칙을 구성하는 제1조(최혜국대우) 

및 제3조(내국민대우)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 두 개의 차별금지조항의 해석을 둘

러싸고 다양한 쟁점들이 있고 이와 관련한 많은 WTO 판례들이 있으나, 조문의 

상세한 해석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넘어가므로 생략하기

로 하고, 여기서는 조세차별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374)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erm "indirect taxes" shall mean sales, excise, turnover, value added, 

franchise, stamp, transfer, inventory and equipment taxes, border taxes and all 
taxes other than direct taxes and import charges.”

375) GATS 제28조 (o)항은 직접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나(뒤의 주 446 참조), 실질적

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라는 점에서는 위의 정의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

는 WTO 보조금협정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  

376) 여기서 GATT는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으면 WTO협정 Annex 1A(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의 일부인 GATT 1994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377) 이들 규정 중 제6조(반덤핑), 제7조(관세평가) 및 제9조(원산지)는 별도의 협정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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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국가가 외국 또는 그 국민의 행위에 대해 

다른 어떤 외국 또는 그 국민의 행위에 대해 부여하는 혜택과 동등한 혜택을 부

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외국 또는 그 국민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GATT 제1조 제1항378)은 다음과 같이 최혜국대우를 규정한다. 

   1.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수

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급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부과금379)에 관하여, 동 관세 및 부과금의 부과방법에 관하여,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제2항 및 제4

항에 언급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가 타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목적

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제반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거나 목적지로 하는 동종 상품에 대하

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해석론 중 조세차별과 관련해서는 상품의 동종성(likeness)의 의미

와 직접세(direct tax)에 대한 적용여부가 가장 문제된다.   

378)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With respect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r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ayments for imports or exports, and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and with respect to all rules and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contracting party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 shall be accord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the like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the territories 
of all other contracting parties.”

379) 우리 정부의 GATT 협정문 공식번역본은 charges를 과징금으로 번역하나, 우리 국내

법상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 정도로 해

석되므로 이는 적절한 번역이라 볼 수 없다. GATT 제1조와 제3조에서 말하는 

charges를 앞의 주 373에서 본 'import charges'의 정의와 연계하여 보면, 넓은 의

미에서 조세를 포함하는 재정적인 부과금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charges를 '부과금'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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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동종상품(like product)은 GATT 제3조(내국민대우)와 제8조(수수료와 절

차) 및 GATS 제2조(최혜국대우)에도 언급되어 있다. ‘동종상품’이라는 요건은 최

혜국대우의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동종성 여부의 판단은 사안별로

(case-by-case)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WTO 판례의 입장이다.380) 또

한, 제1조 제1항의 동종상품은 제3조(내국민대우)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떤 

해석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되나, 제1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관세차별

에 관한 규정이므로 동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상품간의 어떠한 객관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

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381) 따라서, 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인 동종상품은 

제3조의 동종상품 보다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제1조의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이 조항이 조세에 적용되는지, 조세에 적용된다면 직접세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간접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382) 조세법 학자인 Schoen은 직접세에도 적용된

다는 입장이다.383) 여기서 '어떤 종류의 부과금(charges of any kind)’ 관련, 이를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과 같이 읽으면 결국 직접세 또는 간접세도 포

함한다는 견해도 있다.384) 

380) AB Japan — Alcoholic Beverage II (WT/DS8/AB/R) 참조. 한편, US — 

Poultry(China) 사건(DS392)에서는 ‘동종성’ 판단에 4가지(즉, 상품의 특성, 상품의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및 상품의 관세분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패널 보고서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The traditional approach for determining ‘likeness’ has, in the main, consisted 
of employing four general criteria: ‘(i) the properties, nature and quality of the 
products; (ii) the end-uses of the products; (iii) consumers’ tastes and habits — 

more comprehensively termed consumers’ perceptions and behaviour — in 
respect of the products; and (iv)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products.’” WTO 
online Analytical Index 참조.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 
index_e/gatt1994_01_e.htm#article1C1e) 

381) 심영규, p. 70; 예를 들면, A국이 B국에서 FM 라디오를, C국에서 AM 라디오를 수입

한다고 할 때, 같은 라디오이지만 AM과 FM 라디오는 관세분류상 동종제품으로 취

급되지 않으므로 B국과 C국의 라디오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최혜국대우의 

위반이 아니다. Jackson, p. 162 참조. 

382) Cockfield & Arnold, p. 59.

383) Schoen, p. 287.  

384) Farrell,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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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건대, 이 항은 뒤에서 보는 내국민대우 관련 조항인 '제3조 제2항과 제4

항'에 언급된 모든 사안에도(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내국세

(internal tax)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내국세는 직접세를 포함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WTO의 무역정책평가제도(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에서 

방글라데시의 수입매출액 원천징수제도와 같이 직접세에 관해 최혜국대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사실385)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 GATT 제3조(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와 비교하면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가능한 국산품과 외국상품 간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있어서 완

전한 비차별을 달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386) 달리 말하면, GATT 체제에서 꾸

준한 관세양허를 통해 최혜국대우는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면, 국

경을 넘은 상품이 국내에서 조세 또는 정부의 규제적 조치를 통해 차별대우를 

당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내 상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토록 하여 자유무역

을 증진하는 것이 내국민대우의 존재의의라 할 수 있다.387) 따라서 상품무역에 

대한 차별과세 문제에는 이 내국민대우가 핵심적인 조항이며, GATT 제3조도 조

세를 몇 차례 언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통상분쟁 판례도 많은 편이다. 먼저,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규정 중 조세와 관련하여 살펴볼 조항은 아래와 같다.  

   1. 체약당사자들은 내국세 및 그 밖의 내국부과금과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요건과 특정 

385) 방글라데시는 조세회피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수입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advance income tax'로 불리는 선납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수입업자에게 원천징수

하고, 사후에 수입업자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납부 시 이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갖

고 있었는데, 이 경우 수입업자가 결손상태이거나 법인세 면제(tax holiday) 등에 해

당한다면, 이러한 선납 세금은 일종의 추가적 세부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방글라데

시의 무역정책검토에서 제기되었다. Daly, p. 13. 이러한 수입액에 대한 소득세의 원

천징수는 조세행정이 발달하지 않은 개도국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386) 최원목, p. 52 참조.

387) Jackson, p. 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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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또는 국내상품에 적용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388)

   2.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모든 종

류의 내국부과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부과금의 

부과대상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체약당

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입 또는 국내 상품에 내국

세 또는 그 밖의 내국부과금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389)

   4.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

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상품의 국적에 기초하지 아니

하고 전적으로 운송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기초한 차등적 국내운임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390)

388) 1.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internal taxes and other internal 
charges, and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the internal sale,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of products, and 
internal quantitative regulations requiring the mixture, processing or use of 
products in specified amounts or proportions, should not be applied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389) 2.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directly or 
indirectly, to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f any kind in excess of 
those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like domestic products.

     Moreover, no contracting party shall otherwise apply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390) 4.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like products of national origin in respect of 
all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their internal sale, offer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The provisions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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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세 개 조항에 대해 우선 지적할 것은 전체 WTO협정문 중 가장 조문의 

구성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이 많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이다.391) 아

래에서는 각 항별로 조세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본다.  

   제1항은 내국민대우의 일반원칙으로, 국내생산의 보호(protection of domestic 

production)를 위해 조세, 법령, 기타 요건에서 수입상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392) 

   제2항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문은 조세에 관해 직접 언급한 

조항인데, 국내 동종상품과 비교하여 수입상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조세를 더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2문은 제1항(즉, 국내생산의 보호를 위한 차별

금지)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국내조세 또는 부과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며, 제2문에 대한 주해는 제1문에 합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직접경쟁 또는 대

체재(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가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2문에 위반된다고 해석하고 있다.393)

   여기서 제1문의 ‘동종상품’과 ‘조세’의 의미에 대해 많은 해석론이 제기된다. 

우선 제3조의 동종상품이 제1조 제1항(최혜국대우)의 동종상품보다는 넓은 의미

로 이해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제3조의 동종상품은 크게 세 가지 해

석상 쟁점을 제기한다. 첫째, 동종상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둘째, 동종상품

은 직접경쟁재화 또는 대체재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셋째, 제3조 제2항과 제4

항의 동종상품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이다. 둘째와 셋째 쟁점 관련, 직접경쟁·대체

재는 기본적으로 동종상품보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또한 제4항의 동종상품

paragraph shall not prevent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l internal transportation 
charges which are based exclusively on the economic operation of the means of 
transport and not on the nationality of the product.

391) Farrell, ¶ 4.3; 최원목, p. 61.

392) Japan — Alcoholic Beverages II(DS8), 제333문단 참조. 한편, 제1항의 조문구조가 

shall이 아닌 should를 쓰고 recognize와 같은 미온적인 어구를 선택한 점, 제3조 

제2항 제2문에서 제1항을 원칙(principle)이라고 지칭한 점을 들어, 동 항은 그 자체

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해석론도 있다. 최원목 p. 54-55 참조.  

393) 원문은 다음과 같다. (ad Art. III, para. 2)  A tax conform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2 would be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sentence only in cases where competition was 
involved between, on the one hand, the taxed product and, on the other hand, 
a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 which was not similarly ta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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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2항의 동종상품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쟁점인 

동종상품 자체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대체로 상품성질설(BTA 

approach)394)과 조치목적설(aim-and-effect theory),395) 최근에는 시장기반설

(market-based approach)396) 등이 제기된다. 생각건대, 내국민대우조항의 근본적 

취지를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간 동일한 경쟁조건의 확보라고 본다면, 소비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객관적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상품의 동일성 내지 대체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장기반설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   

   조세의 경우 간접세는 당연히 포함하나, 직접세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석론이 

확립되지 않았다. 현재 직접세에 대한 해석론은 부정론과 긍정론으로 대별된다. 

부정론의 기본적 시각은 GATT의 모태인 Havana 헌장 논의 당시부터 ‘상품에 대

한 내국세(internal taxes on products)’를 좁게 해석하여 소득세를 배제하려는 것

이 당시 협상대표들의 의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internal taxes on ‘producers’라

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한다.397) 반면, 긍정론은 직접세 조치를 통한 차별적 대우

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현실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상품의 소

비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나 소득세의 조세특례가 동종의 수입상품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면 이는 직접세조치에 의한 내국민대우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GATT/WTO의 판례 역시 직접세에 대한 GATT 제3조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패널 분쟁 사례에서 다룬다. 

   제4항은 판매, 구매, 운반, 유통 등 국내활동에 관련한 모든 법령과 요건에 대

해 국내 동종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394) 1970년 GATT의 국경세과세조정보고서(Border Tax Adjustment Report) 이래로 

GATT/WTO 패널이 주로 의존해 온 이론으로, 제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성질, 제품의 

최종 소비자 용도 및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원목, p. 76.  

395) GATT 제3조 제1항이 국내제품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근거

로 조치의 ‘의도’ 내지 ‘목적’을 내국민대우 해석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조치목적설에 따르면,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의 물리적 특성을 두고, 종이컵보다 

플라스틱컵이 환경에 더 유해하므로 차별적인 과세를 한 경우, 두 제품이 같은 상품

이 아니라고 판정될 가능성이 많다. Id. p. 79-80. 

396) 문제가 되는 두 상품이 소비자 입장에서 ‘같거나 직접 대체 가능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대우가 부여되더라도 상호 경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

다는 점에 근거하여, 상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해당 조치의 목적 보다 소비자의 기

호나 습관의 차이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Id. 85-89.

397) Farrell, ¶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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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세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으나, 제4항은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 

대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 일반화된 조문이며, 법령과 요건(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은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조치를 말하므로, 여기에는 조세법 

및 조세조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398) 

 라. 조세차별 관련 GATT/WTO 패널 분쟁  

   GATT 설립 당시부터 현행 WTO체제에 이르기까지 직접세 조치의 GATT 차별

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분쟁해결절차에 제기된 것은 약 10건 정도로 파악된다.399) 

그 중에서 일부는 패널설치 전 단계에서 해결되었으며, 여기서는 실제로 패널절

차에서 다루어진 사건 중 벨기에 가족수당 사건(1952년), 이태리 농업기계 사건

(1958년), 아르헨티나 가죽 사건(2001년) 및 미국 FSC 사건 이행 분쟁(2001년)을 

소개한다.  

   < 벨기에 가족수당 사건400) > 

   이 사건은 1952년에 GATT 패널에서 결정되었으며, GATT 설립 이후 최초의 

조세 관련 사건이자 최혜국대우에 관한 거의 유일한 판례이다. 당시 벨기에세법

은 근로자의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의 재원마련을 위해 일종의 사회보장

세를 고용주에게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는 벨기에 생산자들의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벨기에세법은 외국 생산자들과의 경쟁력 균형을 고려하

여,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벨기에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벨기에세법과 

유사한 가족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401)에서 생산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조

398) Id. ¶ 4.3. 한편, 최원목 교수에 따르면 제3조 제2항이 조세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제3조 제4항은 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최원목, p. 56. 그러나, 제

4항이 내국민대우의 일반조항적 성격을 갖고, 광범위한 정부의 조치를 대상으로 삼

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동 항이 조세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뒤에서 소개하는 WTO 상소기구보고서(US-FSC, Article 21.5) 제

197-213문단에서도 제3조 제4항이 조세에 적용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399) Farrell, ¶ 4.3.2.3. 참조.

400) Belgium — Family allowances (Allocations familiales), BISD 1S/59 (1952.11.7).

401)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및 영국이다. 
Id. 판결 제3문단 참조. 



- 125 -

세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같은 경우에 제

품가격의 7.5%에 해당하는 조세402)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각각 자국이 벨기에와 유사한 가족수당 제도

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벨기에가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차별적인 조세

를 부과하는 것은 GATT 제1조 제1항 최혜국대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

은 상세한 설명은 없이 벨기에의 이러한 조세가 수출국의 조세제도의 내용에 따

라 부과되어 최혜국대우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판정은 상품의 성격

이 다르면(즉, 동종상품이 아니면) 그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수 있으나, 상품의 

차이가 없으나 단지 수출국의 특성이 다른 것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대우는 허

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403) 이 사건은 직접세 자체의 GATT 위

반 여부가 문제된 것은 아니나, 수입국의 어떤 조치가 수출국의 직접세 정책을 

조건으로 취해지는 경우 GATT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404)  

 

   < 이태리 농업기계 사건405) >

   영국이, 이태리의 농업기계 구입관련 특혜 융자조건406)을 이태리산 농업기계 

구입에 한정한 1952년 법이 GATT 제3조 제4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여 패널에서 

인용된 사건으로, 직접세의 차별을 다룬 것은 아니나, GATT 제3조 제4항의 의미

를 넓게 해석한 사례로 의미가 있어 소개한다. 당시 이태리는 동 법이 이태리의 

경제발전과 고용증진을 위해 제정되었고 상품의 판매, 구입 또는 운반 등과는 직

접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서, GATT 제3조 제4항의 적용대상인 법령 및 요건은 판

매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도록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제3조 제4항은 국내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치는(affecting) 법령 및 요건이

402) 패널은 이 조세를 GATT 제3조 제2항의 ‘국내 부과금(internal charg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Id. 제2문단 참조. 

403) Jackson, p. 163.

404) Farrell, ¶ 4.2.4. 

405) ITALIAN 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AGRICULTURAL MACHINERY, 
L/833 - 7S/60 (1958.10.23).

406) 당시의 시장이자율이 10%였으나,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조건은 3%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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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affecting'의 의미는 판매 등의 조건과 직접적인 관

련성뿐만 아니라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포

함한다고 넓게 해석하였다.407)  

   < 아르헨티나 가죽 사건408) > 

   EC(유럽공동체)가 아르헨티나의 가죽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제도에 

대해 동 제도가 국내판매업자에 비해 수입업자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GATT 제

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패널에서 인용된 사건이다.409) 아르헨티나는 

정부의 결의(resolution)410)를 통해 가죽 수입업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

우,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10%) 보다 높은 12.7%의 부가

가치세를 선납토록 하고, 수입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3%(직접 사용의 경우 11%)

를 선납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토록 하였다. 반면, 국내 판매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매출액의 2%, 직접사용의 경우 4%로 낮았다. 

   패널은, 수입업자의 선납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경우 모두 사후 정산을 통

해 공제가 가능하였지만, 수입 상품과 관련하여 수입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선납토록 함으로써 세금의 재원이 자본인 경우 이자수입을 상실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차입금인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국내상품 판매업자의 세부담에 비

해 과도한 부담으로 차별적인 대우가 되므로, GATT 제3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차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조세조치가 

407) 패널보고서 제12문단 참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ext of paragraph 4 referred both in English and French to laws and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internal sale, purchase, etc., and not to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governing the conditions of sale or purchase. 
The selection of the word "affecting" would imply, in the opinion of the Panel, 
that the drafters of the Article intended to cover in paragraph 4 not only the 
laws and regulations which directly governed the conditions of sale or purchase 
but also any laws or regulations which might adversely modify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between the domestic and imported products on the internal 
market.”

408) Argentina — 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Bovine Hides and the Import of 
Finished Leather, WT/DS155/R (2001.2.16).

409) 이 사건은 수출에 대한 제한(GATT 제11조 제1항) 및 국내법의 운영(GATT 제10조 

제3항) 등 다른 쟁점도 있으나, 조세 문제와 관계없으므로 생략한다. 

410) 법령의 시행을 위한 하위규범으로 일종의 시행규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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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0조(d)(법의 준수를 위한 조치)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조치라

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불가피

한 경우가 아니고 다른 대안적 방법이 있었음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패널 판정은 직접세와 관련한 조세행정상 조치도 GATT 

제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확인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하겠다. 

   < 미국 FSC 사건 이행 분쟁411) > 

   미국-FSC 사건은,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oreign Sales Corporation: FSC)에 대

한 과세제도가 국외원천 무역소득에 대한 과세면제를 통해 미국 기업들에게 수

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EU의 주장이 WTO에서 인정된 것으로 1997년 개

시하여 패널절차, 상소기구절차, 두 차례의 이행패널, 미국의 두 차례 세법개정 

등을 거치면서 2006년에 마무리 된 역사적 통상분쟁이다.412)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미국의 FSC 제도는 미국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413) 그 소득에 대해 미국세법상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제도에 따른 배당간주(anti-deferral)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

를 이연하거나, 주주인 모회사에 대해 배당소득면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 혜택을 부여하였다. WTO는 이러한 미국의 조세제도가 WTO협정에서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414) 미국은 WTO 판정의 이행을 

411) United States —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the European Communities (WT/DS108/AB/RW). FSC 
사건 관련, 직접세와 WTO 규범의 관계를 다룬 국내학자의 문헌으로 정영진, 앞의 글 

참조.

412) 사실 FSC 사건 이전인 1976년 GATT 시절 미국의 내국국제판매법인(DISC) 사건

(United States — Income Tax Legislation, BISD 23S/137)에서 미국의 수출기업에 

대한 과세이연제도가 GATT 제16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보조금으로 판정된 적이 있

다. 동 사건에 관해 상세히 다룬 문헌으로 Hudec, “The DISC Case”, http://www.world 
tradelaw.net/articles/hudecdisc.pdf 참조.    

413) 이런 자회사를 해외판매법인(Foreign Sales Corporation)이라 하며, 당시 미국세법 

제924조에 따라 FSC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회사의 경영활동(management 
activities) 또는 경제행위(economic processes)가 일어나야 하는데, 은행 계좌의 개

설, 이사회 구성(비거주자 일인 이상), 주주총회의 미국 외 개최 등이 경영활동에 해

당하고, 광고, 운송의 주선, 송장 전달 및 대금수령, 주문의 처리, 신용위험의 부담 

등이 경제행위에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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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FSC 제도를 다소 변형한 역외소득법(Extraterritorial Income Act: ETI Ac

t)415)을 제정하였는데, EU는 이 제도 역시 WTO 보조금협정과 GATT 내국민대우

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여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21조 제5항에 따른 이행패

널(compliance panel)416)에서 다루어진 사건이다.   

   여기서 이행패널에서의 주요 쟁점인 보조금협정 위반여부는 이 논문의 범위

를 넘어서므로 생략하고, GATT 제3조 제4항의 위반문제를 살펴본다. 우선 미국 

ETI 제도의 핵심은, FSC 사건에서 수출조건부(export-contingent) 성격의 소득에 

주어진 혜택이 보조금으로 판정된 점을 감안하여 수출과 관련 없는 해외영업

(foreign operations)까지 포함하는 역외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여기에 과세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시 미국세법 제114조는 이러한 

역외소득에 대한 조세혜택과 관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외국무역소득

(qualifying foreign trade income)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 혜택을 부여하는 것

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적격외국무역소득은 다시 적격외국무역재산(qualifying 

foreign trade property)의 판매 또는 임대 등 일정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

로 정의되었다. 

   바로 적격외국무역재산의 정의가 GATT 제3조 제4항의 내국민대우 위반여부

의 쟁점이 되었는데, 적격외국무역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재산이 미국 외에

서 판매, 임대, 직접 사용, 소비 또는 처분이 일어나고, 미국 외에서 생산된 재화

와 수행된 노동의 가치가 그러한 재산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의 50%

를 넘지 않아야 했다.417) EU는 이러한 ETI 규정이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GATT 제3조 제4항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행패널은 첫째, 상품의 동종성을 인정하고, 둘째, 당해 조치가 국내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요건에 해당하며, 셋째, 국내 상품 사용에 대한 

우대를 통해 수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미국의 ETI 제도가 

414) 구체적으로 보조금협정(ASCM) 제3.1(a)조 및 농업협정 제10.1조, 제10.8조의 위반으

로 판정하였다. 

415) 정식 명칭은 ‘FSC Repeal and 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 Act of 2000’으로 

2000. 11. 15. 제정되었다. 

416)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권고나 결정에 따른 피제소국의 이행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

는지 여부에 대해 분쟁당사국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한 별도의 

패널절차이다. 이는 DSU 제21조 제5항에 따른 분쟁으로, 일반적으로 21.5 분쟁이라

고 한다.  

417) 당시 미국세법 제943(a)(1)(C)조에 규정에 따른 것이다.   



- 129 -

GATT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고, 패널에 이어 상소기구에서도 이러

한 판정은 유지되었다.418)

   이 사건은 직접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GATT 제3조 제4항의 내국민

대우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3.2.3. GATS의 차별금지원칙과 조세 

 가. GATS의 개요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서비스무역이 국제무역에서 점차 중요

성을 띠고 그 규모도 커짐에 따라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다

자간무역체제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이다. 또한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위한 다자간 협상은 2001년부터 개시된 도

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GATS 협정문의 前文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GATS는 투명성(transparency)과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를 통해 다자간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위

한 제도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19) GATS의 적용대상은 제1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

(measures)420)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항), 서비스무역은 아래 4가지 방식

418) 상소기구는 국내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치는(affecting)’ 법령 또는 요건과, ‘불리한 대

우(less favorable treatment)’의 두 개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affecting’의 의미와 

관련하여 미국은 공정가격기준이 수입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조

치라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동 기준이 적격외국무역재산을 생산하는 경우 수

입상품 중간재에 최대한의 한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자가 수입된 중간재와 

국내생산 중간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

소기구는 이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수입 중간재에 대한 최대한 한도를 정하

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에 해당하며, 제조업자들이 조세혜택을 얻기 위해 국내생산 

중간재를 수입 중간재보다 선호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결국 동종의 국내상품보다 수

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19)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shing to establish a multilateral framework of principles and rules for trade 

in services with a view to the expansion of such trade under conditions of 
transparency and progressive liberalization...”. 

420) 여기서 ‘조치’는 정부권한의 행사를 제외한, 중앙 또는 지방정부 및 당국, 정부위임

에 따른 비정부조직에 의한 조치를 모두 포함하며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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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으로 분류한다(제2항).

 

   (mode 1)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공

급421)

   (mode 2)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공급422)

   (mode 3)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423)

   (mode 4)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424)

   이러한 서비스무역의 방식과 관련, 국제조세법적 측면에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당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가의 영토 내에 체재하면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그

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상업적 주재(mode 3)와 자연인의 이동(mode 4)이 중

정행위 기타 어떤 형태이든지 관계없다. GATS 제1조 3항 및 제28조 참조. 다시 말

하면, 반드시 서비스무역을 직접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무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GATS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

서, 흔히 우리가 서비스 관련 규제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조치이더라도 경우에 따

라서는 이 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영진·이재민, p. 201-202 참조. 
EC — Bananas III 패널에서도 GATS의 적용범위에 대해 “[N]o measures are 
excluded a priori from the scope of the GATS as defined by its provisions. The 
scope of the GATS encompasses any measure of a Member to the extent it 
affects the supply of a service regardless of whether such measure directly 
governs the supply of a service or whether it regulates other matters but 
nevertheless affects trade in services.”라고 하여 어느 조치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이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GATS의 적용대상이라고 하였다. WTO 
Analytical Index 참조.

421)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이라고 하며, 예를 들면, A국의 소비자가 통신망 

등을 통해 B국 공급자로부터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42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라고 하며, 관광객, 유학생 또는 환자로 타국을 방문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42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고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소재지에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 상업적 시설(은행, 호텔 등)을 설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424)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이라고 하며, 외국인이 개인 또는 단체

의 소속으로 자문,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서비스 소비자 소재지에서 제공하는 경

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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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미를 갖는다.425) 즉, 조세조약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의 공급을 

보면, 상업적 주재는 현지법인 또는 지점(고정사업장)426)의 형태로 원천지국의 서

비스업에 진출하는 것이며, 자연인의 주재는 원천지국에서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직업적 용역(독립적 인적용역),427) 고용인으로서의 근로용역(고용소득),428) 그 

외 이사429) 및 연예인·체육인430) 등 인적용역의 제공을 통해 원천지국에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GATS는 GATT 보다 더 직접적으로 조세조약

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뒤에서 보듯이 UR협상 당시 조세조약과의 관계

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되었다.  

   GATS의 기본 규범체계는 모든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사항을 규정한 골격협정, 

향후 추가 자유화 협상의 대상이 되는 국별 양허안 및 개별 서비스 분야별 특별

한 상황을 반영한 부속서(Annexes)의 3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개요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모든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최혜국대우(제2조), 

투명성(제3조), 국내규제(제6조), 독점(제8조), 영업관행(제9조) 및 보조금(제15조) 

규정이다. 

   둘째, GATS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 정도를 나타내는 양허표에 각 회원국이 자

425) Green, p. 91 참조.

426) 앞에서 본 OECD 모델 제5조(고정사업장) 및 제7조(사업소득)가 적용된다. 

427) UN 모델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 성격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할 때, 타방체약국에 고정시설(fixed base)을 갖고 

있거나 어느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타방체약국(즉, 소득의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한다. OECD 모델에는 2000년부터 이 조문이 삭제되어 

제7조(사업소득)에 통합되었다.

428) OECD 모델 제15조 제2항에서 용역수행지국에서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

용인이 용역수행지에서 어느 12개월 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거나, 그의 

보수가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인 고용주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해 지급되거나, 그의 

보수가 고용주가 용역수행지에 소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429) OECD 모델 제16조에서 규정하며,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받는 수당 기타 유

사한 지급금은 동 회사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30) OECD 모델 제17조에서 규정하며, 연예인·체육인으로서 활동함에 따른 소득은 원천

지국에서 고정사업장(제5조)의 존재나 고용인으로서의 소득(제1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지국의 과세가 가능하다.(제1항) 또한, 그러한 소득이 연예인·
체육인이 아닌 그가 속한 회사(이른바 ‘스타컴퍼니’)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지국

에서 과세가 가능하다.(제2항)   



- 132 -

국 사정에 맞게 시장접근(제16조) 및 내국민대우(제17조)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은 서비스제공자의 숫자,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가치, 영업의 횟수 또는 산출량, 서비스 제공을 하는 자연인의 숫자, 법적 

실체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 및 외국자본의 참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개별 서비스 분야별 부속서는 자연인의 이동,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및 항공운송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위와 같이, GATS에서 최혜국대우를 일반적 의무사항으로 두고 내국민대우를 

개별 국가별 특정적 의무사항으로 두어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국의 

정치적·사회적·정서적 이해의 대립이 민감하게 교차하고 있는 서비스분야를 규율

하는 협정이므로 좀 더 그 규율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각 WTO 회원국의 특

수한 국내사정을 감안하여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타협의 결과이다.431)

 나. GATS 제2조(최혜국대우)432) 

   GATS 제2조의 최혜국대우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

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

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

으로 부여한다.

431) 최원목, p. 173-174. 

432) Article II: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 With respect to any measure covered by this Agreement, each Member shall 

accor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country.

     2. A Member may maintain a measure inconsistent with paragraph 1 provided 
that such a measure is listed in, and meets the conditions of, the 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

     3.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so construed as to prevent any 
Member from conferring or according advantages to adjacent countries in 
order to facilitate exchanges limited to contiguous frontier zones of services 
that are both locally produced and con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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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으며 또한 그 부속서상의 조건

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제1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느 회원국이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제1항은 일반적인 최혜국대우의 의미와 다르지 않으나, 몇 가지 주의

할 점이 있다. 

   첫째, GATT와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unconditional MFN)를 채택

하고 있다.433)

   둘째, WTO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부여한 특혜에 대해서도 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된다.434)

   셋째,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는 법률상의 차별뿐

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까지도 포함한다.435)

   넷째, 동종(like) 서비스 공급자는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와 같이 

인정된다.436)

   제2항은 GATS의 부속서(Annex II)에 열거된 최혜국대우의 면제사항을 언급하

고 있으며,437) 이는 GATT와 GATS의 최혜국대우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433) Id. p. 175.

434) Id.

435) Id. p. 176.

436) EC — Bananas Ⅲ 사건과 Canada — Autos 사건 패널에서 판시한 사항이다. WTO 
Analytical Index 참조. 아직  GATS의 '동종'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

론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패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우 공급자의 형태는 동종이 아니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Farrell, ¶ 8.3. 이와 

같은 해석이 너무 단순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Davey, p. 
107. 생각건대, 서비스의 경우에도 동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상호 비교되는 서비스를 같은 용도로 소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GATT의 동종 상품의 판정기준으로 제시한 시장기반설(market- 
based approach)이 바람직한 기준으로 보인다. 최원목, p. 184-186. 

437) 이러한 예외의 유효기간은 WTO 출범당시 10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나, 아직

도 상당수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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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438) 제3항은 국경지대에서 인접국가 간 서비스무역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조항이다. 

 다. GATS 제17조(내국민대우)

    GATS 제17조439)의 내국민대우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

한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 서

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

여한다. 

    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

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그 밖의 회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

438) Davey, p. 101. 

439) Article XVII: National Treatment  
     1. 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out therein, each Member shall accord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in respect of all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2. A Member may meet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1 by according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either formally identical 
treatment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to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3. Formally identical or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less favourable if it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favour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the Member compared to lik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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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먼저 제1항은 각 회원국이 시장개방의 정도를 정하여 양허표에 양허한 한도

에서 내국민대우를 규정한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차별적인 어느 당사국의 조

세조치가 GATS 내국민대우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당해 서비스 분

야가 내국민대우의 적용대상으로 양허되어 있어야 하고, 2) 당해 서비스 공급 모

드가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의 적용대상이어야 하며, 3) 조세에 관해 특정한 또

는 전반적인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다.440) 

   여기서 제1항은 회원국의 내국민대우에 대해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규정한다. 우선 불리한 대우, 즉, 차별대우

는 앞서 본 최혜국대우와 같이 법률상(de jure) 및 사실상(de facto)의 차별을 모

두 포함한다.441) 제2항과 제3항은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

다. 제2항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이든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이든 제1항의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제3항이다. 즉, 제2항의 동일한 또는 상이한 대우라 하더라

도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유리하도록 경쟁조건(conditions of competition)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3항이 어떤 조치가 공평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는지 여부

를 차별여부 판정의 핵심기준으로 명확히 해 둔 것은 앞의 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의 근본목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442) 이러한 GATS의 내국민대

우 조항의 해석기준은 뒤에서 보는 조세조약 차별금지 조항의 지도원리와도 연

결됨을 여기서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한다. 한편, 제1항의 주석은 외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라는 성격에서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inherent 

competitive disadvantages)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443) 내국민대우는 국

440) Farrell, ¶ 8.4. 

441) Id. 

442) Davey, p. 229 참조.

443) 동 주석 원문은 다음과 같다.
     “10. Specific commitments assumed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be construed to 

require any Member to compensate for any inherent competitive disadvantages 
which result from the foreign character of the relevant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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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업자와 외국업자 간에 ‘결과적인 평등’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

다.444)

 라.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

   제14조는 일반적 예외 규정으로, 위에서 본 내국민대우(제17조)와 최혜국대우

(제2조)에 대해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445) 

                             제14조: 일반적 예외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

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               *

   (d) 제17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단 상이한 대우가 다른 회원국들의 서

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446)의 부과 

444) 최원목, p. 182

445) Article XIV: General Exceptions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lik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in services,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                   *                   *
     (d) inconsistent with Article XVII,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or effective(fn 6) imposition or collection of 
direct taxes in respect of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of other Members;

     (e) inconsistent with Article II, provided that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s the 
result of an agreement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provisions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n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or 
arrangement by which the Member is bound.

446) 직접세의 정의는 GATS 제28조(o)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direct taxes" comprise all taxes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property, taxes on estates, inheritances and gifts, and taxes on th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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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한한다.

   (e) 제2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단, 상이한 대우가 회원국을 기속하는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약정의 이중과세방지

에 관한 규정의 결과일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위의 (d)항에 대한 각주 6은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 부과 또

는 징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447)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회원국 영토 내에 원천이 있거나 소재하는 과세대

상과 관련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되는 조치, 또는

   (2)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조세부과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이 정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OECD 모델 제2조 제2항

의 대상조세와 같다.  

447) 원문은 다음과 같다. 
    “6. Measures that are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or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direct taxes include measures taken by a Member under its taxation 
system which: 

    (i) apply to non-resident service suppliers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tax 
obligation of non-residents is determined with respect to taxable items sourced 
or located in the Member’s territory;  or 

    (ii) apply to non-residents in order to ensure th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taxes 
in the Member’s territory;  or

    (iii) apply to non-residents or residents in order to prevent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es, including compliance measures;  or 

    (iv) apply to consumers of services supplied in or from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in order to ensure th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taxes on such 
consumers derived from sources in the Member’s territory;  or

    (v) distinguish service suppliers subject to tax on worldwide taxable items from 
other service suppliers, in recogni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nature of the tax 
base between them;  or 

    (vi) determine, allocate or apportion income, profit, gain, loss, deduction or credit 
of resident persons or branches, or between related persons or branches of the 
same person, in order to safeguard the Member’s tax base.

    Tax terms or concepts in paragraph (d) of Article XIV and in this footnote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ax definitions and concepts, or equivalent or similar 
definitions and concepts,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Member taking th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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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3) 준수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

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4) 회원국 영토 내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

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또는 그 영토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5)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과세표준의 성격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전 세계적으

로 과세대상이 되는 객체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6) 회원국의 과세표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지사, 또는 관계인 또

는 동일인의 지사간의 소득, 이윤, 익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

분 또는 조정하는 조치

   제14조 (d)항과 이 각주의 조세용어 또는 개념은 그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상의 조세의 정의와 개념, 혹은 동등 또는 유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GATS는 어떤 연유로 GATT와는 달리 조세분야에 대해 이와 같이 상세

하게 차별금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을까?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 

GATS 협상의 마지막 단계까지 논란이 되었던 쟁점이 바로 내국민대우 조항과 

조세조치의 관계 문제였다.448) 그 당시 미국 재무부 세제담당 차관보인 Leslie 

Samuels는 조세조치가 GATS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WTO의 강제

적이고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

고, 결국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가 현재 

GATS의 조세관련 규정이다.449)  

448) 당시 협상 참가국들의 조세담당공무원들과 통상담당공무원들 간 입장은 크게 달랐

다. 즉, 조세공무원들은 GATS가 국가의 세법과 조세조약에 관한 합법적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반면에 통상공무원들은 조세가 무역과 투자에 대한 

차별조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차별을 GATS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Ault & Sasseville, “Taxation and Non-discrimination: A 
Reconsideration”, World Tax Journal, IBFD, June 2010, p. 119. 

449) 김정홍, p. 22, 주 76. GATS의 조세배제의 상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Samuels, “The 
Sovereign Power to Tax”, 102 Am. Soc’y Int’l L. Proc. 51, 2008 참조. 한편, 일반적

으로 당시 조세전문가들이 직접세 조치를 WTO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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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자의적이거나 정당

하지 않은 차별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

으로, 내국민대우(제17조)의 예외로서 타방회원국들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

자들에 대한 직접세의 공평하고 효과적인 부과와 징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차별적 조치(d항)와, 최혜국대우(제2조)의 예외로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 등

의 결과에 따른 차별적 조치(e항)는 허용된다. 

   먼저 제14조 (d)항을 보면, 직접세가 내국민대우(제17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존재하나,450) 중요한 것은 (d)항에 대한 각

주 6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사실상 GATS 당사국의 국내조세정책에 대해 광범위

한 보호막을 형성해 주고 있다. 각주 6을 살펴보면, 먼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는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제1, 2호에 따르면 이들

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예를 들면, 비거주자에 대

한 원천징수세 부과)는 허용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조세회피 또는 탈세 방

지를 위한 조치(제3호)도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제4호는 연기금에 대한 기여

금에 대한 비용공제와 관련하여 국내와 외국의 연기금 간 차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451) 제5호는 전 세계 소득 과세대상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별한 취급

(예컨대, 예외적인 경우 CFC 세제의 적용 배제)을, 제6호는 특수관계기업 간 이

전가격세제 또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동 각주는 끝부분에서 용어의 정의는 각국의 국내법상 의미에 따르도록 함으로

     첫째, 당시 WTO 가입 예정국가들의 상당수가 양자 조세조약의 당사자들이기 때문

에, 조세조약의 혜택을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WTO 가입국 전체에게 부여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조세원칙과 

맞지 않는다.
     셋째, 조세조약에서 차별금지 원칙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WTO에서 이를 조세

에 적용하면 관할권의 충돌이 생긴다. Brown, “Tax Discrimination and Trade in 
Services: Should the Non- discrimination Article in the OECD Model Treaty 
provide the missing link between Tax and Trade Agreements?” in Globalization 
and its Tax Discontent(Cockfield ed.), 2010, p. 258. 그러나, 이 세 가지 근거 중 

첫째와 셋째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고, 둘째 이유가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

인다.  

450) WTO 사무국의 Daly는 직접세 관련 조치가 내국민대우 조항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Daly, P. 7. 한편, Green 교수는 이론적으로 직접세 조치가 내국민

대우의 위반이 될 수 있음에도 GATS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실상 그런 가능성이 

차단된다고 설명한다. Green, p. 94 참조. 

451) Farrell, ¶ 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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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 각주가 국별로 다르게 적용될 여지를 남겨두고, 이에 따라 GATS 내국민대

우 조항의 적용에 있어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까지 지적된다.452) 

   다음, 제14조 (e)항을 보면, 최혜국대우 조항(제2항)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 등의 결과에 따른 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 등'의 의미가 조세조약 전체를 최혜국대우의 적용대

상에서 제외하는지, 아니면 이중과세방지 목적과 관련이 없는 조세조약의 조문

(예: 차별금지조항,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은 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

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453) 특히, 이러한 애매한 문구를 이용하여, 일부 국가들

이 조세조약 체결 시 표준적인 성격을 벗어나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GATS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회피할 우려가 지적된다.454) 

   그러나, 제14조의 頭文(chapeau)은 (d)항과 (e)항의 예외가 절대적인 것이 아

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d)항에서 말하는 직접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 해당하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 또

는 (e)항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조세조약 당사국 간에만 과도하게 유리한 원천징

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다.455) 

 마. GATS 제22조 제3항(분쟁해결절차)

   한편, 분쟁해결절차와 관련, GATS 제22조 제3항은 어느 조치의 내국민대우(제

17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그 조치가 분쟁당사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GATS의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23조)이 적

용되지 않으며, 해당 조치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

해 이견이 있으면 이를 어느 당사국이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on Trade in 

Services)에 제기할 수 있고, 동 이사회는 이를 구속적 효과가 있는 중재에 회부

한다고 규정한다.456) 다만, WTO협정 발효시점에 이미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존재

452) Id. 

453) Id. ¶ 8.3.

454) Id. 

455) Id. ¶ 8.5. 

456) 동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A Member may not invoke Article XVII, either under this Article or Article 

XXIII, with respect to a measure of another Member that falls within the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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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제기될 

수 있다.457) 

   위의 제22조 제3항은, GATS 당사국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어느 조치

가 동 조세조약의 적용에 따라 국내 서비스·서비스 공급자와 외국 서비스·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는 경우라면 GATS의 내국민대우 조항 위반을 이유로 GATS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OECD 모델의 차별금지조항 및 그 

외의 조항들을 GATS의 내국민대우 조항보다 우선하여 해석하는 조항이다.458) 다

만, 어느 조치가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조세조약상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WTO의 절차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OECD는 이와 관련하여 어느 조세조치가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속

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애매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의 조세조약 

제·개정 협상 시 GATS 제2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단을 양 체약국 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대안적 규정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459)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IV.2.2.1.나.에서 다룬다. 

   지금까지 GATS와 관련하여 간접세의 차별여부가 문제된 사례는 2건 있었으

나,460) 직접세 차별 문제가 분쟁에서 다루어진 적은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세 관련 조치가 GATS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조

항에 위반될 개연성은 상존한다. 예를 들면,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조치 중 저세

율국461)에 소재한 회사에 지급되는 서비스수수료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손금을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hem relating to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Members as to whether a measure 
falls within the scope of such an agreement between them, it shall be open to 
either Member to bring this matter before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The 
Council shall refer the matter to arbitration.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Members.”

457) GATS 제22조 제3항 각주 11에서 규정하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th respect to agreements on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hich exist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such a matter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nly with the consent of both 
parties to such an agreement.”

458) Id. ¶ 8.4.2.2.

459) OECD 모델 제25조 주석서 제92, 93문단 참조. 

460) 니카라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한 조세조치(DS201)와 중국의 국내 생산 또는 

설계 집적회로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DS309) 사건이 있으나 모두 패널단계 이전

에 종결되었다. Farrell, ¶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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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는 경우 또는 저세율국에 소재한 자회사에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

는 경우에 GATS 최혜국대우의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462) 또한, 조세조약

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가 차별적인 조세조치에 대해 GATS 내

국민대우 위반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463)

3.2.4. TRIMs의 차별금지원칙과 조세  

   상품과 서비스 무역 이외에 WTO협정에서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한 경우는 무

역관련 투자조치 협정(TRIMs)과 무역관련 지재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있으나, TRIPS는 지재권의 보호에 

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여 조세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

으므로,464) 여기서는 TRIMs 협정의 차별금지조항만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TRIMs 협정은 WTO협정 Annex 1A(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의 일부로서 

상품무역에 관한 투자조치를 규율대상으로 하며, 무역제한적이고 무역왜곡적인 

효과를 갖는 투자조치를 방지함으로써 세계무역의 확대 및 자유화와 국가 간 투

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465) TRIMs 협정의 핵심내용은 제2조(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GATT 제3조(내국민대우)와 제11조(수량제한금지)

에 위반하여 무역에 관련된 투자조치(investment measures related to trade)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466) 

461) 저세율국(low tax jurisdictions)은 종전 조세피난처(tax haven)와 사실상 같은 개념으

로, 2009년부터 확대개편 된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에서 조세피난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어감을 주는 조세피난처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면서 그 대

체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462) Id. ¶ 8.6.2. 

463) Id. 그러한 예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과도하고 자의적인 원천징수(예컨대, 
서비스 대가 지급액의 90%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자국 내 서비스에 대해 외국의 

서비스보다 추가적인 비용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세무신고 또는 환급신

청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될 수 

있다. Brown, p. 261. 

464) TRIPS는 기존의 지재권 관련 조약체계를 존중하면서 무역의 대상이 되는 지재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WTO의 규범체계 하에 둔 것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중

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465) TRIMs 협정 前文 참조. 

466) 동 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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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동 협정은 부속서(Annex)에서 GATT 제3조 제4항과 관련한 위반

조치의 예시(illustrative list)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투자자에게 어떤 혜

택을 부여하는 요건으로, 1) 국내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거나, 2) 수출

품의 수량 또는 가치의 일정비율로 수입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이

다.467) 예컨대, 투자자에 대한 조세면제,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 등의 세제혜택

을 주는 요건으로 위와 같은 국산부품 사용의무 또는 무역수지균형 관련 의무를 

부여한다면, 이는 GATT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품의 국내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TRIMs 협정 제2조의 위반이 될 수 있다.468)    

3.3. 소결

   이중과세 문제를 포함한 직접세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이

     "1. Without prejudice to othe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GATT 1994, no 
Member shall apply any TRIM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I or Article XI of GATT 1994.

      2. An illustrative list of TRIM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 of 
national treatment provided for in paragraph 4 of Article III of GATT 1994 and 
the obligation of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of Article XI of GATT 1994 is contained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467)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RIM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obligation of national treatment 

provided for in paragraph 4 of Article III of GATT 1994 include those which are 
mandatory or enforceable under domestic law or under administrative rulings, or 
compliance with which is necessary to obtain an advantage, and which require: 

     (a) the purchase or use by an enterprise of products of domestic origin or from 
any domestic source, whether specified in terms of particular products, in terms 
of volume or value of products, or in terms of a proportion of volume or value 
of its local production;  or

     (b) that an enterprise’s purchases or use of imported products be limited to an 
amount related to the volume or value of local products that it exports."

468) Farrell, ¶ 4.3.2.2. 실제로 이와 관련한 WTO 패널 분쟁이 바로 Indonesia — 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bile Industry 사건(WT/DS54/R, WT/DS55/R, 
WT/DS59/R, WT/DS64/R)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당시 인도네시아의 특별소비세 

제도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국산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

고, 패널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조세감면 제도는 GATT 제3조 제4항에 위반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해당하여 TRIMs 협정 제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WTO 패널보고서 14.58-14.92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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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연맹 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GATT 체제를 포함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창설을 목표로 했던 국제무역기구(ITO)가 출범하지 못함

에 따라, 국제통상규범과 국제조세규범은 서로 별개의 체제로 발전하여 왔다. 우

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상품, 서비스, 지재권 등 국

제무역의 포괄적 규율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WTO 회원국

의 조세정책도 WTO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     

   WTO협정 중 GATT와 GATS의 조세차별에 대한 적용 문제는 지금까지 실제로 

분쟁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분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중요

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직접세 조치가 GATT 및 GATS의 차별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직접세에 관한 차별조치가 GATT 및 GATS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OECD 모델 주석서도 WTO 차별금지원칙이 직접세에 적

용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각 회원국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TRIMs 협정도 제한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WTO 회원국들이 GATT의 내

국민대우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투자관련 조세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정책적 관점에서는 상품무역보다 서비스무역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실제 서비스분야의 개방 확대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 새롭

게 개시될 예정임을 감안하면,469) 조세차별 문제가 다자간 서비스무역체제에서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와 이러한 다자간 서비스무역체제의 규율과 조세조약

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협상참가국 정부들은 고

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자유무역협정(FTA)과 차별과세의 금지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양자투자협정 및 WTO법과, 제5절에서 살펴볼 경

제통합체인 EU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지역경제협력체제의 대표적 형태인 자유

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서 차별과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469) 2013년 9월 현재 약 50개국이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에 참여를 희망하였고, 이 협정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그 대안으로 GATS 보다 심화된 서비스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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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본다. 여기서는 먼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체제를 간략히 

소개하고,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우리나라가 체

결한 FTA의 체결례를 분석한다.

4.1. FTA 체제의 등장470) 

   자유무역협정(FTA) 혹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471)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WTO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총 377건이 발효 중이다.472) WTO 설립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반세기에 걸친 다자무역체제의 진전이 결실을 이루자마자 WTO 회원국들이 FTA

와 같은 차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473) 이러한 FTA의 

확산과 함께 2001년부터 개시된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몇 차례나 

협상기한을 넘기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여, WTO 회원국들 스스로도 이를 다자무

역체제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474) 

   우리나라도 한-칠레 FTA(2004년 발효) 이후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해 온 결

과, FTA는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영토(economic territory)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로 친숙하게 느껴지는 제도이며,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로 

NAFTA(북미), MERCOSUR(남미), EFTA(유럽), AFTA(아세안) 등 거대 규모의 자유

무역지대가 형성되고 또 확대·심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FTA 확산의 배경에

는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들 수 

있고,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FTA와 같은 지

역주의 선호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475) WTO의 비차별주의 관점에서 

470) FTA 체제의 등장과 그 의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정영진·이재민, p. 97-146 참조.

471) WTO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나(GATT 제24조, GATS 제5조 등), 이 

논문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대표적 형태로 우리에게 친숙한 FTA를 쓰기로 한다. 

472)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473) VanGrasstek,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13, 
p. 464.

474) 한편, 1950년대 이후 경제학자들 간에 차별적 무역협정이 다자무역체제의 구성요소

(building blocks)가 될 것인지 걸림돌(stumbling blocks)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Id. p. 21.

475) 정영진·이재민,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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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FTA 체결국 간에만 특혜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적 무

역규범이 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4.2. NAFTA와 차별과세의 금지

4.2.1 NAFTA의 개관

   NAFTA476)는 1994년 1월 발효되어,477)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3국의 상품․서
비스 및 투자 시장을 통합하는 인구 4억6천만, 역내 총 GDP 약 19.2조 달러

(2012년 기준478))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였다. 2008년 1월 3국 간 

모든 관세는 폐지되었고, 미국의 역내국가와의 무역규모는 1993년 약 3천억 미

불에서 2011년 1조 미불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479) NAFTA의 설립목적을 규정

한 협정 제102조는 회원국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부여, 투명성 보장, 

무역장벽 제거,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공정경쟁 조건의 증진, 

투자기회의 확대, 지재권의 보호 및 집행, 무역분쟁의 해결 및 추가적인 협력의 

틀 마련 등을 열거하고 있다. 

   설립 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NAFTA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가?480) 우선 미국에서 NAFTA에 대한 평가는 양대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476) NAFTA의 배경을 보면, 우선 1984년 미국의 Reagan 행정부 당시 무역관세법(Trade 
and Tariff Act)상 의회가 통상협정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可否만을 결정하는 신속

체결권한(Fast Track Authority)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여 1989년 미국-캐나다 FTA를 

체결한 데서 기원한다. 이후 미국-멕시코 FTA가 논의되고, 1991년 캐나다가 협상에 

참여하여 3국간 FTA가 성립하였다.    

477) NAFTA는 1992년 12월 서명되어 1993년 3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1994.1.1. 
발효하였다. 미국의 경우 서명당시 대통령은 George Bush Sr., 발효당시 대통령은 

Bill Clinton이다. 

478) 2012년을 기준으로 보면, EU의 전체 GDP는 15.8조 달러로서, NAFTA보다 적어 

NAFTA는 세계 최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http://useconomy.about.com/od/trade 
policy/tp/NAFTA_Facts.htm 참조. 

479) Vilarreal & Fergusson, “NAFTA at 20: Overview and Trade Effect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p. 10. (http://digitalcommons.ilr.cornell. 
edu/key_workplace/1034/). 

480) NAFTA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전망에 대해서는, Hufbauer &  Schott, NAFTA 
Revisited: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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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1) 즉, 전반적으로 NAFTA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

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자유무역으로부터 혜택과 불이익을 받는 그룹

이 각각 다르고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NAFTA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NAFTA 체결 이후에도 미국은 꾸준히 FTA를 체

결하여 왔고,482) 최근에는 EU-미국 간 FTA 협상이 개시되고,483) 범태평양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FTA 협상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484) 이를 보면 

미국 내 양대 정당 간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FTA를 통한 무역확대

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다만, 최근의 논의에서는 노동, 환경, 지재권 등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특히 미국의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서비스 무역규모는 1993년 423억 캐나다달러에서 

2008년 913억 캐나다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1993년과 2008년 사이에 

4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하여, NAFTA에 관하여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485) 

   멕시코의 경우 NAFTA의 효과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가 

481) 실제로 2008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인 Obama 대통령은 미국의 증가하는 실업

문제의 원인을 NAFTA로 지목하고 NAFTA의 개정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현

재까지 NAFTA의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http://useconomy.about.com/od/trade policy/p/NAFTA_History.htm 참조.  

482) 미국은 2013년 7월 현재 총 2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FTA 정책

은 경제적 측면만을 보고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국 FTA의 상대국인 中美국가

들(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및 

中東국가들(이스라엘,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오만)의 경제규모를 보면 미국과 비교

가 되지 않으며,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들 국가와의 FTA는 오

히려 정치·외교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 또는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83) 2013년 6월 북아일랜드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EU는 미-EU FTA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동 협상은 2014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협정이 체결되면 전 세

계 총생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

다.  

484) TPP는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환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로서 2012년부터 공식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485) 캐나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 
accords-commerciaux/agr-acc/nafta-alena/background-contexte.aspx?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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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증가하였는데, 1993년 49.0억 달러에 머무르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4년에 

전년대비 117.3%나 증가한 106.5억 달러를 기록했다.486) 특히 1994년, 2001년 

및 2009년 멕시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며 위기를 겪을 때에도 미국 시장진출

의 거점이라는 매력으로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었다. 멕시코의 수출은 

NAFTA 발효 이후 18년간(1994~2011년) 6.9배나 증가하여 동 기간 다른 NAFTA 

회원국인 미국(3.3배)과 캐나다(3.1배)의 수출증가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487) 

특히, 멕시코는 NAFTA 발효 이후 1년 만에 對美 무역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

로 탈바꿈했으며 2011년에는 사상 최대치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1,003.6억 미불)

를 기록했다.

   위의 NAFTA 3개국의 자체 평가 및 통계적 수치에 비추어 보면, 노동과 환경 

등 경제의 다른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NAFTA는 전반적으로 

역내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

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4.2.2. NAFTA의 차별금지원칙과 조세 

   NAFTA는 일반규정, 상품무역, 기술장벽, 정부조달, 투자·서비스, 지적재산권, 

행정사항, 기타 규정 등에 관하여 총 22개 장(Chapter) 및 6개 부속서(Annexes)

로 구성되고, 약 2,0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조약이다. 여기서는 이 협정의 상

품무역 및 투자·서비스 Chapter의 차별금지조항과 함께 예외규정(Exceptions) 

Chapter의 조세 배제(tax carve-out) 조항을 살펴본다.488) 

 가. 상품무역의 차별금지  

   NAFTA 제301조 제1항은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규

정을 그대로 편입하였다.489) 따라서, GATT 제3조의 해석원칙이 NAFTA에도 적용

486) 2012. 7. 19.자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참조. 

487) Id.

488) NAFTA의 차별금지조항은 이외에도 정부조달(Chapter 10) 및 지적재산권(Chapter 
17)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조세와의 관련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아 생략한다.

489)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another Par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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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제301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내국민대우는 주 또는 지방정부에도 

적용된다. 즉, 연방국가의 주 또는 지방정부와 관련, 주 또는 지방정부가 연방의 

다른 주 또는 지방정부의 동종·직접경쟁 또는 대체가능 상품에 부여하는 혜택 중 

가장 유리한 혜택을 타방당사국의 상품에 부여하여야 한다.490) 다만, NAFTA 부

속서 301.3에서는 제301조에 따른 내국민대우의 예외가 되는 각 당사국의 조치

들을 열거해 두고 있다.  

 나. 투자의 차별금지 

   NAFTA 제1102조는 타방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에 대해 설립, 인수, 확장, 

경영, 행위, 운영, 판매 또는 기타 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상황의 국내 투자자 또

는 투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규정한다.491) 제1103조는 어느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

는 투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규정한다.492) NAFTA 투자 Chapter의 차별금지조항의 의미는 위의 

accordance with Article I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including its interpretative notes, and to this end Article III of the GATT 
and its interpretative notes, or any equivalent provision of a successor 
agreement to which all Parties are party, are incorporated into and made part 
of this Agreement.” 

490) 이를 內州民대우라고 하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garding national treatment shall mean, with 

respect to a state or province,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e most 
favorable treatment accorded by such state or province to any like,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goods, as the case may be,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491)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102: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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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에서 본 일반적인 투자협정의 차별금지조항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 서비스의 차별금지 

   NAFTA 서비스협정의 기본 특징은 GATS와 달리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기

타 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을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토록 하여493) 적극적으로 서비

스 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를 추구하는 점이다. NAFTA의 서비스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은 국경 간 서비스(cross-border services) 및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Chapter에 규정되어 있다.   

   국경 간 서비스 Chapter의 제1202조(내국민대우)는, 각 당사국은 타방당사국

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

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494) 제1203조(최혜국대우)는 각 당사국은 

492)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103: Most-Favored-Nation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ors of any other 
Party or of a non-Part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y other Party or of a non-Party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493) 이른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자유화이다. 

494)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202: National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 provide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service 
providers. 

     2. The treatment accorded by a Party under paragraph 1 means, with respect to 
a state or province,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e most favorable 
treatment accorded, in like circumstances, by that state or province to service 
providers of the Party of which it forms a part.“ (여기서 제2항은, NAFTA 제301
조 제2항과 같이 연방국가의 주 또는 지방정부와 관련, 내국민대우는 주 또는 지

방정부가 연방의 다른 주 또는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혜택 중 가장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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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방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느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495) 제

1204조는 타방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중 더 나은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한다.496)

   금융서비스 Chapter의 제1405조는 타방당사국의 금융기관, 일방당사국의 금

융기관에 대한 타방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관한 일방당

사국의 조치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제1406조는 이와 같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최

혜국대우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한다. 

 라. 조세 배제(Tax Carve-out) 

   NAFTA Chapter 21은 협정 전체의 예외사항(Exceptions)을 규정하고 있는

데,497) 그 중 제2103조는 조세조치에 대해 NAFTA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다

룬 규정이다. 동 조문 전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항은 제2103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NAFTA가 조세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세 배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498) 제2항은 어느 체

약국의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NAFTA와 조세조약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조세조

약상 권리의무가 우선한다는 규정이다.499) 이에 따라 NAFTA 당사국 간 조세조약

495)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203: Most-Favored-Nation Treatment 
     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 provide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service providers of any 
other Party or of a non-Party.“ 

496)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204: Standard of Treatment
     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 providers of any other Party the better of the 

treatment required by Articles 1202 and 1203.“

497) Chapter 21은 일반적 예외(제2101조), 국가안보(제2102조), 조세(제2103조), 국제수지

(제2104조), 정보의 공개(제2105조), 문화산업(제2106조) 및 정의(제2107조)로 구성되

어 있다.  

498)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Except as set out in this Articl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499)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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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이고, NAFTA 당사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도 NAFTA보다 우선하여 적용

될 수 있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무역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제301조

는 GATT 제3조와 같은 범위에서 조세조치에 적용되며, 수출세 및 에너지수출세

를 규정한 제314조도 조세조치에 적용된다는 규정이다.500) 이 항을 제2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NAFTA 회원국들은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조항이 조세조

약보다 우선한다는 해석을 조문에서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4항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서비스(금융서비스 포함) 분야의 내국

민대우가 특정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및 자

본세에 대한 조치에 적용되고(a호),501) 투자 및 서비스(금융서비스 포함) 분야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가 직접세 등을 제외한 조세조치에 적용된다(b호)502)라

고 규정한다.503)   

Party under any tax conventio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is 
Agreement and any such convention, that convention shall prevail to the extent 
of the inconsistency.”

500)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Article 301 (Market Access - National Treatment) and such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s ar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at Article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to the same extent as does Article III of the GATT; and

     (b) Article 314 (Market Access - Export Taxes) and Article 604 (Energy Export 
Taxes) shall apply to taxation measures.“

501) 예를 들면, 국내의 자문서비스에 대한 비용지급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외국의 

자문서비스에 대한 비용지급에는 손금산입을 부인한다면 이는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제4항(a)의 위반이 될 수 있다. Brown, “Tax Discrimination in the NAFTA Block: 
The Impact of Tax and Trade Agreements on the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The Dalhousie Law Review, Issue 28, 2005, p. 110.

502) 여기서 직접세 등은 구체적으로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의 자본세, 상속세, 증

여세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b)호의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의무

는 직접세를 제외한 조세, 즉, 소비세, 판매세(미국의 주), 상품·서비스세(캐나다) 등의 

조세조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503) 다만, 4항의 이러한 차별금지조항도 조세조약에 따른 최혜국대우 의무, 이미 존재하

는 비합치 조세조치 및 그 계속·갱신·개정, 공평하고 실효적인 조세의 부과 또는 징

수를 위한 새로운 조세조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제4항 

(c)-(h) 참조.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cept that nothing in those Articles shall apply
     (c) any most-favored-nation obligation with respect to an advantage accorded by 

a Party pursuant to a tax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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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투자의 이행요건 조항(제1106조 제3~5항504))은 제2항에 따를 것을 

    (d) to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y existing taxation measure,
     (e) to the continuation or prompt renewal of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y 

existing taxation measure,
     (f) to an amendment to a non-conforming provision of any existing taxation 

measure to the extent that the amendment does not decrease its conformity, at 
the time of the amendment, with any of those Articles,

     (g) to any new taxation measure aimed at ensuring the equitable and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taxes and that does not arbitrarily discriminate 
between persons, goods or services of the Parties or arbitrarily nullify or impair 
benefits accorded under those Articles, in the sense of Annex 2004, or

     (h) to the measures listed in paragraph 2 of Annex 2103.4.“

504) 이 NAFTA 투자 Chapter의 이행요건 규정은 WTO/TRIMs협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투자관련 이행요건을 규제하고 있다. 제1106조 제3항은, 어느 당사국 내 외국인 투

자에 대해 그에 따른 혜택과 관련하여 국내산 비중 충족, 국산품 또는 국내생산자

의 상품 사용, 수출품의 수량·가치 또는 외화획득과 수입품의 수량 또는 가치의 연

계, 수출품의 수량·가치 또는 외화획득에 따른 국내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제한 등의 이행요건을 금지한다.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지의 지정, 서비

스의 제공, 노동자의 훈련 또는 고용, 시설의 건설 또는 확대, 또는 연구개발의 수

행 등을 국내에서 하는 것과 연계된 투자에 대한 혜택의 부여는 금지하지 않는다. 
제5항은, 이행요건 규정(제1항 및 제3항)이 동 항들에 열거된 금지항목 외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3-5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No Party may condition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on compliance with any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o achieve a given level or percentage of domestic content;
       (b) to purchase, use or accord a preference to goods produced in its territory, 

or to purchase goods from producers in its territory;
       (c) to relate in any way the volume or value of imports to the volume or 

value of exports or to the amount of foreign exchange inflows associated with 
such investment; or

       (d) to restrict sales of goods or services in its territory that such investment 
produces or provides by relating such sales in any way to the volume or 
value of its exports or foreign exchange earnings.

      4. Nothing in paragraph 3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conditioning the receipt or continued receipt of an advantage,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f an investor of a Party or of a non-Party, 
on compliance with a requirement to locate production, provide a service, 
train or employ workers, construct or expand particular facilities, or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ts territory. 

      5. Paragraphs 1 and 3 do not apply to any requirement other than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ose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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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제3항의 체약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세

조치에 적용된다(제5항).505) 끝으로, 투자의 수용 및 보상조항(제1110조)은 조세

조치에 적용되나, 당해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세당국)이 판단하기로 합의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이 판단하기로 하였

으나 6개월 내에 수용이 아니라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투자분쟁 중

재에 제소할 수 있다(제6항). 

   이와 같이 NAFTA의 예외규정에서 조세에 관해 매우 복잡한 적용 배제 조문

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국가의 재정수입원으로서 조세의 특별한 

역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NAFTA의 '조세 거부권(tax 

veto)' 규정은 체약국의 조세주권을 보호하고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의 남용 또

는 조세와 관련한 무분별한 제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의 결과로 이

해할 수 있다.506) 또한, 추측컨대 이러한 협상 결과는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막바지에 GATS의 조

세 배제 문제를 미국이 강력히 제기하여 이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NAFTA와 같은 3국 간 협상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

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4.2.3. NAFTA 체제하의 차별과세 분쟁 

   NAFTA 체제하의 대표적인 조세차별 관련 분쟁은 Feldman v. Mexico 사

건507)으로, 청구인인 미국 투자자 Feldman은 자신이 소유하는 멕시코 회사 

CEMSA의 수출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excise tax)의 환급을 멕시코 정부가 거부

한 조치에 대해 NAFTA 투자 Chapter의 내국민대우(제1102조), 수용 및 보상(제

1110조) 조항 등의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재판정에서는 수용 문제에 대하

여, 멕시코 세법(IEPS)상 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등록을 거

505) 결국 이 항은 투자의 이행요건에 관해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내상품의 구매 또는 일정 비율의 국내산 부품 사용을 조세감면의 요건으로 하는 

정부의 투자조치는 이 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다. Brown, 앞의 글(주 501), p. 112. 

506) Kolo, "'Tax “Veto' as a Special Jurisdictional and Substantive Issue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Need for Reassessment?", Suffolk Transnational Law 
Review, Vol. 32 No. 2, 2009, p. 476.

507) Marvin Feldman v. Mexico, ICSID Case No. ARB(AF)/99/1(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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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고 세금 환급을 거부한 것은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청구 주장을 

기각하였다.508) 그러나, 동 중재판정은 투자의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같은 담배

수출업을 하는 국내업체와는 달리 CEMSA에 조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하여 청구 주장을 인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미환급세금을 최종배상금

으로 결정하였다.  

   Feldman 사건에서 차별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된 조세는 간접세이며, NAFTA에 

관한 분쟁 중에서 직접세조치에 대한 조세차별 분쟁은 아직 없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WTO협정과 조세차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직접세 관련 조치가 NAFTA의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될 개연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비교

하여 보면 NAFTA의 차별금지조항이 주의 차별과세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509) 

   캐나다의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에게 연간 10만 캐나다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국내 거주자에 대해 손금산입을 부인한다고 하자. 2012년 미국의 기술자가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게 되자 용역비용의 지급자인 캐나다 기업은 미국 기술

자와 더 이상 용역거래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이 경우 미국은 어떤 조약에 근거하여 캐나다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NAFTA와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510)이다. 

이 사건에서는 미국인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조세조치가 문제이므로 NAFTA 제

2103조 제4항(특정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에 대한 조세조치의 내국민대우)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미-캐나다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제25조 제6항)에

508)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조세조치의 수용적 효과에 대해, 수용이 되더라도 성격상 간

접수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고(Id. 제101문단 참조), “정부는 환경보호, 세

법 제․개정, 정부 보조금의 지급 또는 취소, 관세의 증감, 제한지역의 설치 등에 있

어 광범위한 공익적 조치를 취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Id. 제103문단), 
변화하는 정치․경제 및 사회적 고려에 따른 정당한 규제권한의 행사는 비록 특정 활

동의 수익성을 침해하더라도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Id. 제112문단).  

509) 여기 제시된 사례들은 Brown & O'brien, “Tax Discrimination and the Cross-Border 
Provision of Services-Canada/U.K. Perspectives”, in British and Canadia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Law(Waters e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6의 

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510) 미국-캐나다 조세조약(2007년) 제25조(차별금지) 제6항은 OECD 모델 제24조 제4항

(비용공제 차별금지)과 같은 내용이다. 동 조세조약 제25조 제7항(비용공제에 관한 

특례)은 바로 앞의 항(즉, 제6항)을 언급하면서 ‘제7항’이라고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

다. 이러한 오류는 의정서(protocol) 형태로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항 번호들이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조약 담당자들의 미숙이라고 볼 수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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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용공제에 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사실관계를 약간 바꾸어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주의 소득세 목적으로 위와 같

은 지급금에 대한 손금을 부인한다고 하자.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은 외국납부세

액공제(제24조 제7항)를 제외하고는 차별금지조항을 포함한 조세조약의 적용범위

에서 州稅를 제외한다. 따라서 온타리오주의 조세조치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여지

는 없다. 이 경우, 앞서 본 NAFTA 제2103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4. NAFTA 내의 조세조화 문제 

   NAFTA의 조세정책 조화511) 문제를 연구한 캐나다의 Cockfield 교수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NAFTA 내에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회원국

의 서로 다른 조세정책이 조화되지 않는 측면을 이전가격 및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512) 경제활동의 왜곡,513) 유해조세경쟁,514) 조세차별515) 및 무역흐름의 

511) Cockfield, NAFTA Tax Law and Policy: Resolving Clash between Economic and 
Sovereign Interests, Univ. of Toronto Press, 2005. 

512)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자유무역지대에서 다국적기업 내 관계기업 간 거

래가 국별 세법의 차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적 실질과 법적 

실질의 괴리와 세수의 일실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Cockfield, “Developing an 
International Tax Policy Strategy for Nafta Countries”, Tax Notes Int’l, June 12, 
2006, p. 976.  

513) 국별로 서로 다른 투자관련 세제가 자원의 경제적·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의 대상을 건물로 할지 기계로 할지 여부, 투자재원을 유보

이익으로 할지 부채로 할지 여부, 투자업종을 제조업으로 할지 서비스업으로 할지 

여부 등 투자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조세상 차이를 고려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적 왜곡이 발생한다.  Id. 
p. 977.   

514) 국가가 저율의 법인세율 등의 조세제도를 이용하여 외국 자본을 유인하고 이에 따

라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만, 유해조

세경쟁 문제는 미국 경제가 NAFTA 전체의 86%를 차지함에 따라(2002년 기준) 다

른 당사국의 조세제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과, 모든 당사국이 OECD 
회원국으로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규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우려

할 수준은 아니다. Id. p. 977-978. 

515)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법인과 주주단계의 부분적 통합과세로 이중과세가 해소되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없으므로 이러한 차별이 투자결정의 왜곡을 초

래할 수 있다. 다만, 당사국 간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이 어느 정도 조세차별을 방

지할 수 있다. Id. p.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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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516) 등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EU 단일시장의 조세조화 노력에서 시사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초국가적인 EU와 자유무역지대라는 양 지역의 근본적인 차이, 

NAFTA 회원국의 조세주권에 대한 보수적 입장 등으로 통일적인 조세제도의 구

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하고,517) 다음과 같은 NAFTA 당사국 간 단기

적·장기적 조세협력 및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단기적으로 투자유출입에 대한 조세조약의 조화, 이전가격분쟁에 대한 

구속적 중재의 도입, 이전가격의 서류제출(documentation) 및 사전가격합의

(Advance Pricing Agreement) 등 행정의 단일화, 모자회사 간 배당과 이자에 대

한 원천징수세 면제, 역내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면제 또는 과세이연의 공동 승

인, 공동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당국 간 협력강화 등을 NAFTA내의 조세장벽 경감

방안으로 제시하였다.518) 한편, 그는 장기적으로 NAFTA 산하에 설치된 무역과 

경쟁 실무그룹(trade and competition working group)과 유사한 ‘무역과 조세 실

무그룹(trade and tax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역내 조세조화를 위한 근본적

인 개혁방안을 모색토록 제안하고 있다.519)  

4.2.5. 평가

   NAFTA는 1994년 설립 이래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3국 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여 지난 20년간 각 당사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여 왔고, EU보다 

516) 1991년 캐나다의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으로 수백만의 캐나다인들이 미국으로 몰

려간 것과, 담배세 인상으로 미국으로부터 밀수 담배가 증가한 것 등을 무역흐름의 

왜곡의 예로 든다. Id.

517) Cockfield는 EU 역내에서 조세의 조화가 가능한 요인으로, 첫째, EU조약이 상품․서비

스․자본 및 노동의 자유 이동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의 조화를 요구하는 점, 둘째, 
EU는 정치적 연대하에 중앙정부 기능을 하는 기관을 갖고 조세조화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셋째, 수십 년 간 EU 회원국 간 구축된 신뢰관계에 따른 통합의 진전, 넷

째, 통합의 진전에 따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다섯째, 단일시장의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대해서만 조화를 추구하는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접근방법, 여

섯째, ECJ의 판결이 단일시장 내 자유 이동을 저해하는 많은 세법에 대해 개정을 요

구하는 것을 들고, NAFTA에는 이러한 요인 중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Id. 
p. 980.  

518) Id. p. 981.

519) Id. 이러한 실무작업반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국제통상과 국제조세 문제를 다루

는 WTO와 OECD 간 대화 및 공동작업반을 구성할 필요성과도 연결된다. 이에 관해

서는 뒤의 IV.3.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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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AFTA는 상품·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조세에 관해서는 상품무역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제외하고는 일

반적 적용 배제(general carve-out)와, 조세조약이 NAFTA와 불일치하는 경우 조

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이른바 ‘조세 거부권(tax veto)’을 규정하였

다. 특히, 제2103조 제2항에서 NAFTA에 대한 조세조약의 우위를 명시함으로써 

NAFTA 당사국들은 특혜적 조세조약 규정을 통해 쉽게 NAFTA의 차별금지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520) 

   조세차별 문제를 NAFTA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NAFTA의 이러한 접근방법

은 특히 뒤에서 살펴볼 EU와 비교할 때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NAFTA는 자유무역지대로서 EU와 같은 단일시장과는 통

합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521) NAFTA는 대체로 각 당사국의 국내법과 같은 지위

를 가지나 EU조약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 그리

고 NAFTA 당사국 간에는 ECJ와 같은 초국가적인 사법부가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통상조약에서 조세를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다만, FTA의 체결목적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증대라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경제적 논리로는 조세차별이 FTA의 목적 달성에 장

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결국 조

세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타당성 간에 적

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현실론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관련, Cockfield 교수에 따르면, NAFTA의 조세 분야 현실을 받아들이되 

조세정책당국 간 다자적 협력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비효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522) 앞으로 FTA의 조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523) 

4.3. 우리나라의 FTA와 차별과세의 금지

520) Farrell, ¶ 4.6.1. 이와 관련한 사례는 IV.1.2.1.다.에서 다룬다. 

521) NAFTA는 EU와 같이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인 및 자본의 이동을 상정하지 않는다. 

522) Cockfield, 앞의 책(주 511), p. 175-183 참조. 

523) 이에 관해서는 IV.5.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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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우리나라의 FTA 체결 동향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

라는 NAFTA(1994년)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흐름에 대응하여 2000년대 들

어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에 적극 나섰다.524) 그 결과, 칠레(‘04.4월)와의 FTA를 

비롯하여 싱가포르(’06.3월), EFTA('06.9월), ASEAN('09.9월), 인도(‘10.1월), EU('11.7

월), 페루(’11.8월), 미국(‘12.3월) 및 터키(’13.5월) 등 2014년 3월 현재 총 9개의 

FTA(총 46개국)가 발효 중이다.525)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소극적인 측면에서 1992년 EU 단일시장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기

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다.526) 둘째, 적극적

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527) 이러한 적극적인 FTA 추진전략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상교섭체제도 

FTA 협상과 그 이행을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다.  

   이와 같은 FTA는 체결자체도 중요하지만, 체결 이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FTA는 관세의 인하 

내지 폐지뿐만 아니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체제의 전 영역에 걸쳐 FTA 

당사국이 국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이행하는 광범위한 약속을 포함하

기 때문이다.528) 

   FTA를 본격적으로 체결한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상품

무역에서 FTA의 활용율은, 체약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매년 10% 내외의 

524) 우리나라의 FTA는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수출시장의 활로 모색을 위한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기인한다. 정영진·이재민, 
p. 113.

525) 한편, 한-콜롬비아 및 한-호주 FTA가 각각 ‘13.2월과 '14.2월 서명되었고, 그 밖에 인도

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526) 우리나라 FTA 현황에 관하여는 http://fta.go.kr/main/situation/kfta/psum/ 참조. 

527) Id.

528) FTA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영진·이재민, p. 140-1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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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증가율과529) 교역물품의 다변화를 시현하여, 교역의 양적인 확대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투자의 확대 측면에서는 아직 FTA의 뚜렷한 효

과를 볼 수 없다고 한다.530) 중요한 것은 이러한 FTA의 활용을 통해 국내 고용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FTA의 정책 수립과 이행시 이에 대한 정책 당국과 산업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

다고 하겠다.

 

4.3.2. 우리나라 FTA의 차별금지원칙과 조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품무역,531) 서비스, 투자, 지재

권,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경쟁, 노동,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일반조항(또는 

총칙) 등 무역과 투자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각 FTA마다 그 

적용범위와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532) 

   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FTA는 대체로 FTA 전체에 적용되는 

조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투자에 대한 별도의 Chapter를 포함하고 있

다.533)  

   우선, 투자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페루․싱가포르 및 ASEAN과의 FTA는 

기본적으로 NAFTA 방식에 따라 수용(expropriation) 조문을 위주로 조세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인도와의 FTA는 투자 Chapter 전체가 조세조치에 적용되

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U와의 FTA는 설립(Establishment) Chapter에서 투자를 

규율하나, 수용 및 보상, 투자자-국가 분쟁 등 투자보호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529) 가령,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연평균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 "한국 FTA 10년의 경제적 효과", 2014. 4월 보고서 참조.

530) LG 경제연구원, "한국의 FTA 10년 교역 늘고 투자효과는 아직 불확실", Weekly 
Focus, 2014. 3. 26 참조.

531) 상품무역 Chapter는 일반적으로, 무역구제, 원산지규정, 원산지 절차 및 통관, 무역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위생 및 식물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등을 포함한다. 

532) 체약상대국별로 경제발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FTA에서 다루는 분야에도 차이가 

많다. 예컨대, 한-ASEAN과 한-터키 FTA의 경우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투자에 관한 협정은 후속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방식을 취

한다.  

533) EFTA와는 예외적으로 개별 국가와의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 161 -

FTA 

당사국

조세조치 관련 FTA(투자 Chapter 

포함)의 차별금지조항의 적용 범위
비 고

칠레

        < 제20.3조: 조세 >

- 협정(전체)이 조세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음(제2항)

- 협정이 조세조약과 불일치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제3항)

상품무역 관련 

내국민대우는 GATT 

제3조 내용대로 

조세조치에 적용

싱가포르

        < 제21.4조: 조세 >

- 칠레와 동일하나,

- 투자 Chapter의 수용·보상(제10.13조)

  및 분쟁해결 (제10.19조) 조항은 조세

  조치에 적용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절차는 NAFTA와 

같음

EFTA - GATT 제3조 및 GATS 제17조 준용

한-EFTA FTA의 

일부로서 

한-아이슬란드·리히텐

슈타인·스위스 

투자협정534)이 체결됨

ASEAN

          < 투자협정 >

- 송금(제10조) 및 수용·보상(제12조) 

  조항만 조세조치에 적용(제2조제2항)

- GATS 제14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조세 

  조치는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인정 

  (제20조제1항) 

- 투자협정이 조세조약과 불일치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제22조)

어느 조치가 조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분쟁당사국이 협의함

(협의에 실패 하는 경우

 투자중재 절차개시가능)
* 조세와 수용에 관한

 별도의 합의문서 

(Annex) 협의 예정 

않아 결국 각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양자 투자협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조치 관련 규정을 보면, 한-EU FTA 제15.7조는 조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조세조약상 권리의무가 FTA 규정보다 우선하고, 거주성과 자본의 투자장소

에 따른 과세상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세회피와 탈세의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또

는 국내법 규정을 허용토록 하는 수준에서 조세의 배제를 규정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차별금지조항을 포함한 조세 문제에 관한 규정을 종

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표 3 > 우리나라 FTA의 차별금지와 조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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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투자 Chapter >

투자 Chapter는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않음(제10.2조제8항)

다만, GATT 제3조 

및 GATS 제14조 

제d항 준용

EU

         < 제15.7조: 조세 >

- 협정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조세조치에 적용535)(제1항)

- 협정이 조세조약과 불일치할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불일치 

  여부는 체약국의 과세당국이 공동으로 

  결정(제2항)

- 국내세법 적용 시 거주지 또는 투자

  장소 등에 있어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할 수 있음(제3항)

- 조세조약 또는 국내세법에 따른 조세회피

  또는 탈세의 방지 조치는 가능(제4항)

투자보호에 대하여는 

회원국과의 

양자투자협정이 적용

페루
       < 제24.4조: 조세 >

- NAFTA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

미국

         < 제23.3조: 조세 >

- 기본적으로 NAFTA와 동일하나,

-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에 위반된 

  조세조치도 투자분쟁 대상에 해당

  (제6항a)536)

조세와 수용에 관한 

별도의 양해규정 합의

(부속서 11-F)537)

534) 동 협정 제4조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는 GATS 제14조의 예외적 조세조치 및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535)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his Agreement shall only apply to taxation measures in so far as such 

application is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이 

조항은 상당히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어 약간의 설명을 요한다. 저자의 당시 협상 기

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세 배제를 주장하였고, EU는 조세도 원칙적으로 FTA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결국 중간선에서 절충하다보니 이와 같이 애매한 문장으

로 귀결된 것 같다. 조세 문제에 대한 이러한 EU의 기본입장은, 뒤의 제5절에서 보

듯이 EU 회원국의 차별과세 조치에 대해 ECJ가 EU법의 4대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

석하여 EU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536) 이 조항의 의미는 투자계약이나 투자인가에 조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를 위반한다면 투자중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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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정리한 우리나라 FTA의 차별금지와 조세 규정을 요약하면, 우선 

상품무역의 내국민대우는 GATT 제3조의 적용범위와 같고, 서비스무역의 내국민

대우는 GATS 제14조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어, 결국 WTO협정의 예를 따르고 있

다. 우리나라 FTA의 투자 Chapter에서는 인도와 같이 조세조치에 대해 완전히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부터 미국과 같이 수용 등 일부 조항은 조세조치에 적용되

는 경우까지 다양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FTA에서 투자 Chapter의 차별금지조항

에서 조세의 일반적 배제(tax carve-out)을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투

자협정의 일부만 조세의 일반적 배제를 규정하는 것과 대비되며, NAFTA의 영향

이 크다고 하겠다. 

  

     “Article 11.16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shall apply to a taxation 
measure alleged to be an expropriation or a breach of an investment 
agreement or an investment authorization.” 

537) 동 부속서는 조세조치의 수용여부 판단에 사안별로 사실관계에 기초한 모든 관련 

요인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세회피대응조치의 허용, 비차별적 조세조치와 이미 존재

하는 조세조치는 수용이 아닐 가능성 등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 taxation measure,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cluding the factors 
listed in Annex 11-B and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 The imposition of taxes does not generally constitute an expropriation.  The 
mere introduction of a new taxation measure or the imposition of a taxation 
measure in more than one jurisdiction in respect of an investment generally 
does not in and of itself constitute an expropriation;  

     (b) A taxation measure tha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tax 
policies, principles, and practices should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In 
particular, a taxation measure aimed at preventing the avoidance or evasion of 
taxation measures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c) A taxation measure that is appli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s opposed 
to a taxation measure that is targeted at investors of a particular nationality or 
at specific taxpayers, is less likely to constitute an expropriation; and 

     (d) A taxation measure generally does not constitute an expropriation if it was 
already in force when the investment was made and information about the 
measure was public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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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제통합과 차별과세의 금지

   앞의 절에서 투자협정에서 시작하여 자유무역지대의 조세차별 문제까지 살펴

보았다. 이 절에서는 경제통합의 최고 단계를 구현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연

방국가인 미국에서 주정부의 조세차별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EU의 경제통합과 조세차별 문제는 EU체제에서 조세분야 조화의 현황을 

소개하고,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인 4대 자유와 관련 ECJ의 판례를 살펴본 후, EU

조약과 조세조약의 관계에 대해 양자의 조화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 미

국의 연방체제와 조세차별 문제를 살펴보고, 조세차별에 관한 EU와 미국의 접근

방법을 비교한다. 

5.1. EU 경제통합과 차별과세의 금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1952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

에, 룩셈부르크 등 총 6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538)로부터 시

작하여, 2013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국가의 가입에 이르기까지 총 7차에 걸친 

확대 및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날 28개국, 인구 5억명, 총 명목GDP 약 12.9조유

로(2012년)의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리스본조

약(Treaty of Lisbon)이 발효됨으로써,539) EU 대통령(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과 고위 외교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fairs)를 선출하여 

EU는 궁극적으로 완전 정치통합의 단계에 가까이 가고 있다. 

5.1.1 EU 경제통합과 조세조화 노력

 가. EU 내 조세분야 조화의 현황

538)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는 2002년 해체되어 EU로 흡수되었다. 

539) 이 조약은 유럽 의회의 입법권 강화, 시민의 정책 발의(Citizen's Initiative),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제 도입, 인권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로써 EU는 보다 민주적이

고 효율적인 정치구조를 갖게 되었다. 리스본 조약에 따른 EU법체계 변화는 주 벨

기에·유럽연합대사관 사이트 http://missiontoeu.mofat.go.kr/korean/eu/missiontoeu/ 
data/book/lisbon/index.j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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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정책논의 동향이나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회원국들이 정

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분야에서 EU 전체적 관점을 갖고 회원국 간 정책의 조

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540) 경제정책 분야를 보면 EU는 유로(euro)541)라는 단일

통화가 넓게 통용되는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542)으로서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공동의 목표와 조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조세부문만큼은 

EU 전체를 아우르는 조세법543)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조세법이 더 강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544) 

   이와 같이, EU의 높은 경제통합 수준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의 조세제도가 

별개로 존재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유럽의 화폐통합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화

폐통합에 따라 회원국들은 재정적자(budget deficits)와 부채(public debt)를 각각 

GDP의 3% 및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545) 이렇게 제한된 재정여건에서는 

540) TEU 제4조 제1항은 “EU조약에 따라 EU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회원국에 귀속한

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를 권한부여의 원칙(Principle of Conferral)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EU는 회원국들이 조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EU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만 행동할 수 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권한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EU와 회원국이 각각 전속적 권한을 갖고, 어떤 분야에 공동으로 권한

을 행사하는가에 대해서는 TFEU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TFEU 제3조는 

EU가 전속적 권한을 갖는 5개 분야를 열거하고 있는데, 관세동맹, 경쟁법의 수립, 
유로회원국의 통화정책, 공동어업정책하의 생물자원보존 및 공동통상정책이 그것이

다. EU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분야는 TFEU 제4조에서 규정하며, 단

일시장, 사회정책, 경제사회적 통합, 농어업, 환경, 소비자보호, 교통, 범유럽네트워

크, 에너지, 자유·안전·사법, 보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조와 제4조에서 언

급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541) 2014년 2월 현재 EU에서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국가는 18개국이다. 

542) 경제통화동맹은 1992년 Maastricht 조약에 채택되었고, 회원국 간 경제․재정정책의 

조율,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및 역내 단일통화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한다.

543) 이를 개념적으로 유럽조세법(European Tax Law)이라고 한다면 이는 “회원국의 조세

에 대해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EU법의 원칙과 규정의 총체”라
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Van Crombrugge,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European Tax Law”, Tax Notes Int’l, June 8, 2009, p. 843.

544) 집행위원회는 2001년 5월 발표된 EU의 조세정책전략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조세체

계를 모든 면에서 조화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EU법을 존중하는 경우 각국의 선호

에 맞는 조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조세분야에 대한 EU 차원

의 조치는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감안하여 제안될 수 있다고 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Tax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 Priorities for the years ahead”, 
COM(2001)260 final 참조. 

545) 1997년 이사회에서 채택된 안정과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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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조세제도가 충실히 기능해야 한다.546) 또한 단일통화의 도입으로 인한 외

환 차익거래 실현기회가 상실된 상황에서 국별로 상이한 조세제도는 자본을 유

치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변수라는 것이다.547)  

   반면에 이와 같이 국별로 상이한 조세제도가 유럽의 경제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즉, 조세는 뒤에서 보는 EU법의 4대 자유(four freedoms)

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동시장 또는 단일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종종 차별

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시장참여자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548) 실제로 EU는 경제통합이 부진한 분야 중의 하나로 조세분야를 예로 들

고, 국별로 자체적인 조세제도의 운영이 시장통합과 효율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정한다.549)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전통적으로 조세관련 입법 및 집행 분야

에서 EU의 통합노력은 집행위원회550)가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원회

는 조세관련 지침(directives) 등 EU법을 입안하고, 조세관련 권고

(recommendations)를 채택하며,551) 이행소송(enforcement actions)을 수행한

다.552)

   조세의 종류별로 보면, EU의 조세분야 조화 노력은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뉘

어 차이가 크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1969년부터 EU차원에서 부

으로, 현재는 TFEU 제121조와 126조에 근거하고 있다. 

546) Van Crombrugge, p. 844

547) Id. 

548) Id. 

549) 관련 EU 홈페이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For a start, the fragmented nature of national tax systems puts a brake on 

market integration and efficiency.” http://europa.eu/pol/ singl/index_en.htm 참조.

550) EU를 국가에 비유한다면, 집행위원회는 국가의 행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

다. 집행위원회는 EU의 일반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ECJ의 통제하에 EU법의 적용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 EU의 입법과 예산안 제안권(right of initiative)을 가지며, 이

런 집행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감안하여 ‘EU통합의 엔진’으로 부르기도 한다. 집행위

원회는 EU 28개국에서 각 1명씩 선발된 28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장

은 이사회의 제안으로 EU의회에서 선발된다. 집행위원회의 업무는 EU 공무원

(eurocrat)으로 불리는 직원들이 담당한다. 

551) 집행위원회의 조세관련 권고는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ommon/   
legislation/recommendations/index_en.htm 참조.

552) Graetz & Warren, “Income Tax Discrimination an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of Europe”, 115 Yale L. J. 1186, 2006, p.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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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세 지침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조세의 통일적 운용은 역내시장 자유화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553) 직접세의 경우, 단일시장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EU

와 회원국이 권한을 나누어 갖는다. 즉, 단일시장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U는 직접세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만장일치와 보충성의 원칙

(principle of subsidiarity)554)이 충족되어야 한다.555) 이에 따라, 직접세 분야에서

는 아래에서 보는 몇 개 분야의 지침을 제외하고는 각 회원국의 세법에서 자율

적으로 세목, 과세표준, 세율 및 과세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나. EU법 체계상 직접세 관련 규범

   직접세 분야에서 EU조약 차원의 규범은, 현재는 삭제되고 없지만 과거 EC조

약 제293조556)에서 각 회원국들이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

구한 것이 유일하다. 현재 EU의 조약에서 직접세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조

항은 없고,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일부 일반조항들이 직접세에도 적용되는 것

553) EU 이사회는 회원국 판매세제의 조화(Harmonisation of Legislation of Member 
States Concerning Turnover Taxes)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67/227/EEC)을 

1967년 4월 채택함으로써 EU 공동 부가가치세제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1969년에는 

각 회원국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이 채택되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의 개정을 거쳐 2006년 11월 부가가치세 공동체제 지침(Council Directive 
2006/112/ 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이 새로이 시행되었다. EU의 부가가치세 관련 논의동향에 대해서는, http://ec.eur 
opa.eu/taxation_customs/taxation/vat/index_en.htm 참조. 

554) TEU 제5조 제3항에 언급된 이 원칙은 EU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분야에 대

해서는, 회원국의 작용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EU의 작

용의 규모나 효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만 EU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Under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areas which do not fall within its 

exclusive competence, the Union shall act only if and in so far as the 
objectives of the proposed action cannot be sufficiently achieved by the 
Member States, either at central level or at regional and local level, but can 
rather, by reason of the scale or effects of the proposed action, be better 
achieved at Union level." 

555) Helminen, p. 13.

556) 제293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Member States shall, so far as is necessary,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each 

other with a view to securing for the benefit of their nationals:
     — the abolition of double taxation with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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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된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EU에 대한 충성(loyalty)(TEU 제4조), 국적

에 따른 차별금지(TFEU 제18조), 시민의 이동의 자유(TFEU 제21조), 노동자이동

의 자유(TFEU 제45조), 설립의 자유(TFEU 제49조), 서비스제공의 자유(TFEU 제56

조), 자본이동의 자유(TFEU 제63조), 국가보조금의 금지(TFEU 제107조), 단일시장

에 관한 지침제정 권한(TFEU 제115조) 등이 있다.557)

   직접세와 관련한 제2차적 규범(secondary law)으로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TFEU 제115조558)에 따라 제정되는 EU법상 지침(directive)이 있다. EU법상 지침

은 달성하려는 결과에 관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나, 구체적인 이행에 관하여는 회

원국 정부가 선택하는 형식과 방법에 따를 수 있다.559) 이런 방식으로, 지침은 

EU법의 통일성과 조화를 확보함과 동시에 회원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60) 현재 EU의 직접세 관련 지침은 아

래 6가지이다. 

557) Id. p. 11. 

558) TFEU 제115조는 다음과 같다.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14, the Council shall, acting unanimously in 

accordance with a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 and after consulting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issue directives 
for the approximation of such laws, regulations or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as directly affect the establishment o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559) TFEU 제288조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

(Recommendation), 의견(Opinion) 등 5가지 EU법의 제2차적 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지침 외의 다른 제2차적 규범에 대해 살펴본다. 규정은 그 자체로 모

든 회원국을 구속하며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결정도 구속력이 있는 점에서는 규정

과 같으나, 그 적용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권고와 의견은 구속력

이 없이 어느 사안에 대한 기관의 권고 또는 의견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 TFEU 제

288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 exercise the Union’s competences, the institutions shall adopt regulations, 

directives, decisions,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A regulation shall have general application. It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A directive shall be binding, as to the result to be achieved, upon each 

Member State to which it is addressed, but shall leave to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choice of form and methods.

      A decis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 decision which specifies those to 
whom it is addressed shall be binding only on them.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shall have no binding force.“  

560) Borchardt, The ABC of European Union Law, European Union, 2010,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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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자회사 간 배당에 관한 지침(Parent-Subsidiary Directive on Dividends)561)

 (2) 회사구조조정에 관한 지침(Merger Directive on Company Reorganization)562)

 (3) 이자-사용료 지침(Interest-Royalty Directive)563)

 (4) 저축소득지침(Savings Directive)564)

 (5) 상호지원지침(Mutual Assistance Directive)565) 

 (6) 조세채권확보지침(Recovery Directive)566) 

561) Council Directive 2003/123/EC to broaden the scope and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Council Directive 90/435/EEC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이 지침은 그룹회사 간 배당지급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폐지하고, 모-자
회사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1990년 제정되었고, 2003년 대상기업의 확대, 모

-자회사 지분율 조정(25%에서 10%로 인하), 손회사 이윤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등을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562) Directive 90/434/EEC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이 지침은 국경 간 회사구조조정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국경 간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2005년 Directive 2005/19/EC로 적용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563)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이 지침은 EU 역내 관계기업간(법인 자본 또는 의결권

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관계 또는 제3의 법인이 두 법인의 자본 또는 의결

권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지급되는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 원

천지국에서 면세토록 하는 규정이다.

564)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이 지침은 일방 회원국의 거주자가 타방 회원국 내

에 보유하는 저축계좌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 지급인(paying agent)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지급 정보를 이자 수취인의 거주지국에 제공함으로써 

거주지국이 실질적인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

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따라 개인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유해조세경

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려는 EU 차원의 시도이다. 

565) Council Directive 2011/16/EU of 15 February 2011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and repealing Directive 77/799/EEC. 이 지침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효과적 부과와 징수를 위해 EU 역내에서 직접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정보교환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EU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보교환에 관해 양자 간 조세조약 또는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

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이 있으므로, 이

들 조약과 이 지침 중 더 넓은 범위의 협력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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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CJ의 적극적 역할 

   유럽사법재판소(ECJ)567)는 EU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EU법이 준수되는 것

을 보장하는 EU의 최고법원이다.568) ECJ는 각 회원국에서 선발되어 출신국으로

부터 독립된 28명의 법관569)과 사건의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는 9명의 법무심의

관(Advocate General)570)으로 구성된다. 한편, 1980년대 이후 ECJ에 회부되는 사

건이 급증하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법원(General Court)571)이 설립되

어 개인과 기업 등이 제기한 소송을 다루고 있다. 

   현재 EU의 정치경제적 구조에서는 단일시장의 유지와 함께 조세분야의 조화

를 위해 ECJ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이에 따라 ECJ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초

국가적 사법기구572)로 불리기도 한다. 2012년 말 현재 ECJ는 약 130여건의 직접

세 관련 사건에서 대다수의 경우 회원국의 조세제도 또는 과세조치에 대해 EU조

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조세 문제에 관해 사실상 EU법을 창출해 내

고 있다.

   조세와 관련한 ECJ의 소송은 회원국 법원의 요청에 따른 예비적 결정

(Preliminary Rulings)과 집행위원회의 침해소송(Infringement Actions)의 두 가지

로 구분된다. 첫째, 예비적 결정은 회원국 법원으로부터 EU법의 해석문제에 관한 

566) Council Directive 2010/24/EU of 16 March 2010 concerning mutual assistance for 
the recovery of claims relating to taxes, duties and other measures. 이 지침은 종

전의 상호지원지침이 조세채권의 추심(recovery of tax claims)까지는 다루지 않음에 

따라 EU 역내에서 회원국 간 조세채권의 추심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해 정보교환, 
문서의 통보, 추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567) 정식명칭은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이며, 이 논문에서는 약칭인 

ECJ로 부르기로 한다. 

568) TEU 제19조 제1항은 ECJ에 대해 “It shall ensure that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Treaties the law is observed.”라고 규정한다. 

569) ECJ 판사들은 회원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고려 없이 판결을 하며, 이에 따라 ECJ를 

사법부 독립의 등불(beacon of judicial independence)로 부를 수 있다. Staab, The 
European Union Explained (2nd ed.), Indiana University Press, 2011, p. 82.  

570) 이들 법무심의관은 ECJ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의 의견이 판결에서 채택되므로 사실상 사건의 

심판관 역할을 수행한다. 

571) 설립당시 명칭은 일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이었다.

572) Graetz & Warren, p. 11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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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있는 경우 ECJ가 내리는 법률적 판단이며,573) 이에 따른 ECJ의 EU법 해

석은 당해 사안에 관해 모든 회원국의 법원을 구속한다. 실제로 EU의 직접세 관

련 판결 중 대부분은 이러한 예비적 결정에서 나왔다. 둘째, 침해소송은 어느 회

원국의 EU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행위원회574) 또는 다른 회원국이575) ECJ에 제기

하여 진행되는 소송이다. 침해소송은 집행위원회의 직권 또는 개별 납세자의 신

청576)에 의해 집행위원회가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ECJ가 조세에 관한 판례법을 형성하여 강력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컨센서스 방식을 따르는 EU의 독특한 구조로 

인하여 EU의 입법기관인 이사회577)가 EU 전체에 걸친 소득세제를 형성하는 권

한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ECJ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578) 요컨대, ECJ에 의한 소극적 통합(negative integration)579)이 집행위

원회 및 이사회의 입법행위580) 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EU조세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5.1.2. EU법의 4대 자유(Four Freedoms)와 조세차별 관련 ECJ 판례 

   EU조약에서 차별금지원칙의 출발점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한 TFEU 

제18조581)이다. 제18조는 순수한 국내적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이차적 성

573) TFEU 제267조 참조.

574) TFEU 제258조 참조.

575) TFEU 제259조 참조. 이 경우 다른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사안을 먼저 제기하여 집

행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576) 이와 같이 개별 납세자가 집행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는 침해소송은 회원국 법원이 

EU법의 해석문제에 대해 ECJ에 예비적 결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

제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Helminen, p. 349. 

577) EU의 이사회는 정책 분야별로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가 제

안한 정책제안을 유럽의회와 함께 입법으로 결정하는 권한과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예산의 확정 권한을 통해 정책결정과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578) Graetz & Warren, p. 1190.

579) 소극적 통합은 직접세 관련 회원국 국내법 규정이 4대 자유 원칙에 포함된 차별금

지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회원국들이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Van 
Crombrugge, p. 848.

580) 이를 적극적 통합(positive integra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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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때문에 구체적인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582) 

따라서, 제18조는 상품·인·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다루는 TFEU의 특

별규정에 따라 그 자체로서는 적용된 적이 거의 없다.583) 즉, 제18조는 일종의 

우산조항(umbrella clause)으로 구체적인 차별금지 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제

18조의 위반도 된다.584) 따라서, 조세분야에 관한 차별금지의 법적 근거는 EU의 

단일시장585)의 실체를 구성하는 4대 자유와 설립의 자유586) 규정에서 나온다. 상

품, 인, 서비스 및 자본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들 객체의 국적이나 원천에 관계없이 회원국 내에서 동동한 대우를 부여해야 하

기 때문이다.587)  

   그러나, 이러한 4대 자유 내지 차별금지원칙이 처음 직접세에 적용된 것은 

581) TFEU 제18조는 다음과 같다.
     “With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reaties,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special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ny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nationality 
shall be prohibited.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may adopt rules designed to prohibit such discrimination.“ 

582) 예를 들어 EU의 어느 국민이 최초의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미 고용된 상태의 노

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자 이동의 자유를 원용하여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 Bammens, ¶ 12. 

583) Kaye, “Tax Discrimin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U.S. and EU Approaches”, 7 
Fla. Tax Rev. 47, 2005, p. 34, available at ssrn.com/ abstract=924415.

584) Bammens, ¶ III.12. 

585) TFEU 제26조는 단일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The Union shall adopt measures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or ensuring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Treaties.

      2. The internal market shall comprise an area without internal frontiers in which 
the free movement of goods, persons, services and capital is ens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reaties." 

586) 이들 4대 자유에 설립의 자유를 더하여 EU 단일시장의 근본원칙이라고 한다. Kaye, 
p. 3에서 재인용. 

587) 4대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차별금지, 즉 동등대우 외에도 4대 자유를 제한하는 행

위도 금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4대 자유 규정 중 설립의 자유, 서비스 이동의 자유 

및 자본 이동의 자유는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함께 이들 자유에 대한 제한의 금지

도 필요하다. Bammens, ¶ 12. 조세와 관련하여 이러한 제한의 금지에 관한 대표적 

사례로, 설립의 자유에 관한 판례에서 소개하는 Futura 사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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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으로 EU 발전의 역사로 보면 상당히 뒤늦은 편인데, 이는 회원국의 직접

세 조화 문제가 EC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EC조약 제293

조가 회원국 간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상을 언급함에 따라 4대 자유는 직접세

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었기 때문이다.588) 이와 같이 일단 직

접세가 EU법의 적용대상이 된 1986년부터 2012년까지 ECJ에서 다루어진 약 130

여 건의 직접세 관련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 회원국의 조세제도가 EU법에 위반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589) 아래에서는 4대 자유 원칙의 의미와 조세차별 사안

에 이들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ECJ의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상품이동의 자유(Free Movement of Goods)

 1) 의의 

   TFEU 제28조 및 제30조는 회원국 간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 및 이와 동등

한 효과를 갖는 모든 부과금을 금지하고, 제3국에 대한 공동 관세를 채택하여 관

세동맹(customs union)을 구성한다고 규정한다.590) 아울러 동 조약 제34조 및 제

35조는 회원국 간 수출입에 대한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과 이와 동등

한 효과를 갖는 모든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591) 특히, 조세와 관련해서는 TFEU 

588) IFA, p. 61

589) ECJ의 직접세 관련 판례의 현황은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 
documents/common/infringements/case_law/court_cases_direct_taxation_en.pdf참조.

590)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28
     1. The Union shall comprise a customs union which shall cover all trade in 

goods and which shall  involve the prohibition between Member States of 
customs duties on imports and exports and of all charges having equivalent 
effect, and the adoption of a common customs tariff in their 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Article 30
     Customs duties on imports and exports and charg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This prohibition shall also apply to 
customs duties of a fiscal nature."  

591)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34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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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에서 다른 회원국의 상품에 대해 어떠한 회원국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내의 유사한 상품에 비해 내국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다.592) 이는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와 같은 국경조치를 철폐하더라도 내국세를 통

해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이다.593) 이와 같이 상품무역에 대한 조

세상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은 앞에서 살펴본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EU조약과 GATT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2) 관련 판례

   간접세나 관세와 달리 회원국의 직접세 조치가 상품이동의 자유에 위반되는

지와 관련한 ECJ의 판결은 아주 드물다.594) 아래에서는 직접세 조치가 상품이동

의 자유와 관련된 판결인 Commission v. France 사건을 본다. 

   < Commission v. France595) >

   이 사건은 EEC조약 제226조(TFEU 제258조)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조

세법에 대하여 ECJ에 침해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 중 하나이다.596) 사건 당시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Article 35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all measures having equivalent effect, 

shall be prohibited between Member States.“

592)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10
     No Member State shall impose, directly or indirectly, on the products of other 

Member States any internal taxation of any kind in excess of that imposed 
directly or indirectly on similar domestic products.

     Furthermore, no Member State shall impose on the products of other Member 
States any internal taxation of such a nature as to afford indirect protection to 
other products.“ 

593) Craig & De Burca, EU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5th ed.), Oxford Univ. 
Press, 2011, p. 620-621.

594) Helminen, p. 65. 이 장 3.2.2.라에서 살펴보았듯이, GATT 제3조(내국민대우)의 경우

에도 간접세 조치의 제3조 위반 사례는 많으나, 직접세 조치의 제3조 위반 사례는 

드물다.

595) C-18/84(19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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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세법(1980년 일반조세법)은 정치 관련 신문 또는 잡지의 출판에 사용되는 

자산과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특별준비금 또는 비용공제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출판물의 인쇄작업(printing)이 프랑스 외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경우 여기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세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집행위원회는 해당 프랑스세법 규정이 외국에서 인쇄된 출판물

에 대해 위와 같은 조세혜택을 부인함으로써 당시 EEC 조약 제30조(수량제한금

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ECJ에 제소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인쇄작업은 실체

가 있는 상품이 아니고 서비스에 해당되므로 집행위원회가 주장하는 EEC 조약 

제30조의 적용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597) 

   ECJ는, 인쇄작업은 바로 인쇄물, 즉 상품으로 연결되므로 서비스가 될 수 없

고,598) 프랑스세법 규정이 프랑스 출판업체가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인쇄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에서 인쇄된 출판물의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599) EEC 조약 제30조가 금지하는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였다.600) 

 나. 인력이동의 자유(Free Movement of Persons)

 1) 의의

   TFEU 제21조는 EU 시민이 역내에서 이동하고 자유롭게 거주하는 권리를 보

장한다.601) 조세와 관련하여 볼 때, 이 조항은 이동의 자유를 선택한 시민이 그

596) Kaye, p. 35. 

597) 반면, 집행위원회는 출판사의 주문, 인쇄 및 인쇄물의 배달이라는 일련의 공정에서 인쇄

작업이 인쇄물의 배달이라는 최종단계에 흡수되므로, 인쇄과정은 사실상 하나의 공

정으로서 출판물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법무심의관 Mancini
의 의견서 제2문단 참조. 

598) C-18/84 판결 제12문단. ECJ는 또한 서비스가 상품, 자본 및 인의 이동의 자유 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서비스로서 의미가 있다는 EEC조약 제60조도 원용하

였다. Id.

599) 이 사건의 법무심의관 Mancini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한 부분이다. 앞의 주 597 의

견서 제3문단 참조.

600) Id. 제16문단.

601)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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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자유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과중한 조세상의 부담을 져서는 안 된

다는 의미이다.602) 또한 이 조항은 아래의 제45조와 달리 그 적용을 위해 시민의 

이동 또는 거주에 경제적 관련성(economic nexus)이 있을 필요가 없다.603)  

   한편, TFEU 제45조는 노동자의 자유이동(Free Movement of Workers)을 보장

하고, 고용, 보수, 기타 근로의 조건에 관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의 폐지를 포함한

다.604) 이 조항은 노동자605)의 이동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

으로, 이동을 선택한 노동자는 그의 체재지국의 사회보장 및 조세상 혜택을 당해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06)  

 2) 관련 판례 

                                       “Article 21
     1. Every citizen of the Union shall have the right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subject to the limitations and 
conditions laid down in the Treaties and by the measures adopted to give them 
effect.“

602) Helminen. p. 66.

603) Id.

604)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45 
     1. Freedom of movement for workers shall be secured within the Union. 
     2. Such freedom of movement shall entail the abolition of any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between workers of the Member States as regards 
employment, remuneration and other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3. It shall entail the right, subject to limitations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policy, public security or public health: 

      (a) to accept offers of employment actually made; 
      (b) to mov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Member States for this purpose; 
      (c) to stay in a Member State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governing the employment of nationals of that State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d) to remain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after having been employed 
in that State, subject to conditions which shall be embodied in regulations to 
be drawn up by the Commission. 

     4.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employment in the public 
service.“

605) 여기서 노동자는 실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인턴 및 취업의

사가 있는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 Id. p. 69.

606) Id. p. 68.  



- 177 -

   인력이동의 자유는 그 특성상 개인의 소득세 관련 차별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 많다. 여기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별,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의 배분과 EU법의 관계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 소득공제의 차별 등의 쟁

점을 다룬 사건들을 소개한다. 

   < Biehl 사건607) >

   원고인 독일 국적의 Biehl은 룩셈부르크에서 1973년부터 10년간 거주자로서 

고용되어 일하고, 1983. 11. 1. 독일로 돌아와 일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룩셈부

르크 고용주는 그의 과세연도 중 마지막 체재기간(1983. 1. 1.~10. 31.)에 해당하

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공제하였다. 원고는 룩셈부르크 세법상 자신이 납

부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에 신청

하였으나, 어느 역년 중에 거주지의 이전 또는 출국 등을 이유로 룩셈부르크 거

주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그러한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룩셈부르크 세법에 

따라 환급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따라 Biehl은 룩셈부르크 세법이 외국 국적자에 

대해 암암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EC조약 제39조(노동자이동의 자유, TFEU 제

45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ECJ는 EC조약 제39조가 외국 노동자에 대한 차별요인 중 보수를 포함하고 있

고, 소득세에 대한 차별은 보수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전제하고, 룩셈부르크가 과

다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을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성과 연계시키는 것만으로

는 납세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로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과세연도 내내 

거주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소득세 환급의 기준으로 함에 따라 거주성을 상실

할 가능성이 높은 쪽은 다른 회원국의 국적자들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정당화되

지 않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608) 

   이 사건은 ECJ의 직접세 판례 중 최초로 개인 소득세와 관련한 차별대우를 

다룬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609) 국적이라는 명시적(overt) 기준에 의한 차별이 

아닌 거주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숨은 차별(covert discrimination)을 인정하였다는

607) Klaus Biehl v. 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du Grand-Duche de Luxembourg, 
C-175/88(1990.5.8.). 

608) C-175/88 판결 제11-16문단 참조.

609) Kaye,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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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의의가 있다. OECD 모델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제1항)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다면, 원고의 이러한 숨은 차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판결에 대해 Mason 교수는 뒤 5.1.4.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가능 

내부상황 기준(comparable internal situation test)을 적용하였다는 비판을 제기

한다. 

   < Gilly 사건610) > 

   원고인 Gilly 부부는 모두 교사로서 프랑스 거주자이며, 부인은 프랑스와 독일

의 이중국적을 갖고 프랑스-독일 국경 지대의 독일 학교에 근무하였다. 프랑스-

독일 간 조세조약상 공공서비스의 보수에 대한 과세 규정에 따라, Gilly 부인은 

1989년~1993년 간 독일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프랑스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프랑스에서 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가 독일의 소득세 

납부액에 미달하였다.611) 이에 원고는 양국 간 조세조약에 따른 독일의 소득세 

과세가 EC조약의 노동자 이동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프랑스 법원이 이

를 ECJ의 예비적 결정에 회부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고용수행지국과 거주지국이 다른 

국경노동자(frontier workers)가, 고용수행지국과 거주지국이 일치하는 노동자에 

비해 더 과중하게 과세되는 것이 노동자이동의 자유(EC조약 제39조, TFEU 제45

조)를 침해하는지와, 당시 EC조약 제293조(EC 내 이중과세방지규정)가 직접적 효

과를 갖고 적용되어 개별 납세자에게 원용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612)   

   ECJ는, 노동자이동의 자유 위반 문제와 관련, 공동체 차원에서 이중과세의 방

지를 위해 통일된 입법이나 조화가 없는 이상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국의 과세권

을 배분하는 것은 회원국의 권한범위에 속하며, 여기에 EC조약 제39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613) 또한 EC조약 제293조는 조문 자체에서 개개인에게 직

610) Mr and Mrs Robert Gilly v Directeur des services fiscaux du Bas-Rhin, 
C-336/96(1998.5.12.).

611) 즉, 프랑스는 동 조세조약에서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ordinary tax credit) 방식을 채택하

여, 원고는 프랑스의 세액을 초과하는 독일의 누진과세액은 환급받지 못하였다.

612) C-336/96 판결 제13문단.

613) Id. 제23-24문단 참조.



- 179 -

접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614) 

   이 사건은 EU 차원에서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조화입법이 없는 한 EU 회원국 

간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의 배분은 EU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으며, EU법의 위반이 되는 차별(discrimination)과 그렇지 않은 

차이(difference)를 구별하게 해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Schumacker 사건615) >

   원고 Schumacker는 벨기에 국적의 벨기에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1988

년~1989년) 중 자신의 소득의 거의 전부가 독일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었다. 

원고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독일의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

는 반면, 독일 거주자가 누리는 인적 공제 등 조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

자,616) 자신의 소득의 대부분이 독일에 원천을 두고 있고 거주지국인 벨기에에서

는 과세되는 소득이 없어 인적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자신에게도 독일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인적 공제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C

조약 제39조(노동자이동의 자유, TFEU 제4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독일 거주자와 비교가능한 상황에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 

거주자와 다른 과세상 취급을 하여 결과적으로 독일 거주자보다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EC조약상 노동자 이동의 자유에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ECJ는 직접세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교가능한 상황

에 있지 않다는 국제조세법상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Schumacker의 경우에는 그

의 소득의 대부분을 그가 고용된 국가에서 얻었고, 그의 거주지국에서 그의 인

적·가족적 상황을 고려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고용과 관련하여 거주

자와 비거주자의 객관적인 차이를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617) 이와 같이 원

고는 비거주자로서 거주자와 비교가능한 상황에 있음에도, 그의 거주지와 그의 

614) Id. 제14-17문단 참조. 

615) Finanzamt Köln-Altstadt v Roland Schumacker, C-279/93(1995.2.14.).

616) 그 외에도 당시 독일세법은 부부가 모두 거주자인 경우 선택에 따라 누진세율을 완

화하기 위한 부부 간 분산과세(splitting tariff)를 허용하나,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

우 동 제도를 부인하며, 비거주자에게는 거주자에게 허용되는 연말정산 혜택이 없었

다. 

617) C-279/93 판결 제35-36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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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용역수행지 모두에서 인적 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618) ECJ는 그런 문제는 근로용역수행지인 독일의 차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고, 독일의 제도가 EC조약 제39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619)  

   이 사건에서 ECJ는 직접세는 각 회원국의 권한범위에 속하지만 그 권한의 행

사는 EC법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여62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

이라는 전통적인 국제조세법상 원칙이 EC법의 차별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라 상당

부분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비거주자인 납세자

가 그의 소득의 대부분을 고용수행지국에서 버는 경우 납세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수행지국의 거주자와 비교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하겠다.621) 만약 이 사건에 OECD 모델 제1항이 적용된다

면, 비거주자로 비국적자인인 원고가 독일 거주자가 누리는 인적 공제 혜택을 주

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 Schempp 사건622) >

   원고 Schempp는 독일 국적의 독일 거주자로서, 이혼한 전 배우자(오스트리아 

거주자)에게 1994~1997년간 위자료(alimony)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소득

세 신고 시 동 위자료를 소득에서 공제하려고 하였으나, 독일 과세당국은 외국 

거주자인 전 배우자가 받는 위자료가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동 위자료 

지급인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독일세법623)에 따라 동 위자료의 소득공제

618) Id. 제37-38문단.

619) Id. 제47문단 참조. 한편, 독일은 비거주자의 인적 공제 혜택은 그의 거주지국에서 

고려할 사항이라는 점(조세체계의 일체성)과,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입수의 

곤란(조세감독의 효과성)을 정당화 사유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ECJ에 의해 배척되었

다. Id. 제39-45문단 참조.

620) Id. 제21문단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though, as Community law stands at present, direct taxation does not as such 

fall within the purview of the Community, the powers retained by the Member 
States must nevertheless be exercised consistently with Community law.” 

621) 실제로 Schumacker 사건의 여파로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일부 EU 국가에서는 EU 
시민인 비거주자에게 기본공제, 특별공제 또는 분산과세(split rate system) 등 거주자

와 동일한 과세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Rust, ¶ 5.1. 참조. 

622) Egon Schempp v Finanzamt München V, C-403/03(2005.7.12.).

623) 동 독일세법은 위자료가 독일 거주자인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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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 배우자가 독일 거주자였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

였으나 이동의 자유를 행사함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러한 독일세

법이 EC조약 제12조(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TFEU 제18조) 및 제18조(시민의 이

동의 자유, TFEU 제21조)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고, 독일 법원이 ECJ의 예비적 

결정에 회부한 사건이다.  

   ECJ는 우선 원고의 전 배우자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행사하여 원고의 소득공

제 여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단순한 국내적 상황(internal situation)에 해

당하지 않고 EC조약 제12조 및 제1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624) 그러

나, 동 법원은 실체적 쟁점인 차별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첫째, EC조약 제12조

는 이 사건 위자료 과세에 대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세법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

는 대우의 차이에 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625) 둘째, EC조약 제18조도 

EU 시민이 다른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626)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원고의 소는 기각되었지만, 납세자 자신이 EU조약의 자유를 행사하

지 않고 배우자와 같은 타인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ECJ는 4대 자유

가 적용되는 범위를 역내시장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자유의 행사에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4대 자유가 적용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서비스 이동의 자유(Free Movement of Services) 

 1) 의의   

   TFEU 제56조는 EU 내에서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627) 이 자유는 EU 내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EU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자에게 일정한 금액이상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지급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

였다.

624) C-403/03 판결 제25-26문단.

625) Id. 제34-36문단.

626) Id. 제45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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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국경 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수행지에서 내국민대

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628) 서비스 공급의 자유(active freedom)와 서비스를 제

공받는 자유(negative freedom)629)를 포함한다. 여기서 ‘서비스’는 통상 보수

(remuneration)를 받고 제공되는 것으로, 산업적 활동, 상업적 활동, 匠人의 활동, 

전문직업적 활동 등이 그 예이며, 서비스 제공의 자유는 상품, 자본 및 인의 이

동의 자유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630)    

 2) 관련 판례 

   위에서 본 대로 서비스 제공의 자유 규정은 EU법의 다른 자유가 적용되지 않

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다른 자유에 비해 직접세 관련 판례가 상대적

627)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56(ex Article 49 TEC)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s set out below, restrictions on freedom 
to provide services within the Union shall be prohibited in respect of nationals 
of Member States who are established in a Member State other than that of 
the person for whom the services are intended.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may extend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to nationals of a 
third country who provide services and who are established within the Union.“

628) Helminen, p. 109.

629)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유는 서비스 공급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 자유는 관광

과 같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630) 관련 TFEU 제57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57(ex Article 50 TEC)

     Services shall be considered to be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the Treaties 
where they are normally provided for remuneration, in so far as they are not 
governed by the provisions relating to freedom of movement for goods, capital 
and persons.

     ‘Services’ shall in particular include:
     (a) activities of an industrial character;
     (b) activities of a commercial character;
     (c) activities of craftsmen;
     (d) activities of the professions.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relating to the right of 

establishment, the person providing a service may, in order to do so, 
temporarily pursue his activity in the Member State where the service is 
provide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are imposed by that State on its own 
nat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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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다. 아래에서는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연금에 대한 기여금, 다른 회원국

에 설립된 복권의 당첨금 및 다른 회원국의 전문교육과정 등록금과 관련한 소득

세의 차별과세 사례를 살펴본다. 

   < Bachmann 사건631) >

   원고인 Bachmann은 독일인으로 독일에서 일하다가 벨기에로 이직하여 고용

되어 있었는데, 벨기에 과세당국은 1973~1976년 과세연도에 원고가 불입한 독일

의 질병보험과 생명보험 기여금에 대한 원고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였다. 당시 벨

기에 세법은 벨기에에서 승인된 보험사가 운영하는 질병·장애·연금 및 생명보험

에 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한 반면, 벨기에에서 소득공제가 인정되

지 않는 기여금으로 구성된 기금과 보험에서 수령하는 연금 등 지급금에 대해서

도 과세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벨기에세법 규정이 EC조약의 노

동자 이동의 자유(제39조, TFEU 제45조) 및 서비스 제공의 자유(제49조, TFEU 제

56조)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ECJ는 회원국 국민이 벨기에에서 고용되는 경우 벨기에의 연금 및 보험 과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가입한 기존의 연금이나 보험을 중단하고 새

로운 벨기에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벨기에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새로운 계약은 비용 등을 수반하므로 노동자 이동에 제한으로 작용한다고 보았

다.632) 또한 ECJ는 회원국의 보험사가 벨기에에 설립되어야 기여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주는 것도 결국은 연금 또는 보험가입자가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연금이

나 보험에 가입하는 데 제약조건이 되어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

다고 판단하였다.633) 

   그러나, ECJ는 국가 간 연금과세제도의 조화가 없는 상태에서 조세조약634)으

631) Hanns-Martin Bachmann v Belgian State, C-204/90(1992.1.28.). 

632) C-204/90 판결 제12-13문단.

633) Id. 제31문단.

634) OECD 모델 주석서에서는 국제적 노동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연금기여금에 대한 과

세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요건 하에 외국 연금

체계에 불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지국이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수 있도

록 조세조약상 대안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세 논의는 OECD 모델 

제18조 주석서 제31-65문단(The Tax Treatment of Contributions to Foreign 
Pension Schem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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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벨기에의 연금과세제도가 기여금 단계에

서 공제되고 수령단계에서 과세가 되므로(반면, 기여금 단계에서 공제되지 않으

면, 수령단계에서도 과세되지 않으므로), 조세제도의 일체성(coherence)를 갖고 

있고,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차별이 정

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635)  

   < Lindman 사건636) >

   핀란드인인 원고 Lindman은 스웨덴에서 조직된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핀란드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설립된 복권의 당첨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외국에서 설립

된 복권의 당첨금에 대하여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핀란드세법에 따라 원고의 

당첨금에 대하여 과세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Lindman이 불복하였고, 핀란드 

법원이 ECJ의 예비적 결정(preliminary ruling)에 회부한 사안이다. 동 사건의 쟁

점은 복권의 설립 장소에 따라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달라지는 핀란드

의 세법규정이 EC조약 제49조(서비스 제공의 자유, TFEU 제5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ECJ는 외국의 복권을 조세목적상 차별하는 핀란드세법으로 인해 핀란드 납세

자들이 외국보다 국내의 복권을 구입하게 되고, 따라서 외국의 복권업체가 핀란

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EC조약 제49조를 위반하였다고 결

정하였다.637) 핀란드 정부는 이러한 차별의 정당화 논리로써 사기행위 방지, 사

행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감소, 공익 목적의 재원확보 등을 제기하였으나, 

ECJ는 그러한 사유와 자국민이 다른 회원국 내에 설립된 복권을 구입하는 것과

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638)  

635) C-204/90 판결 제21-18문단 참조.

636) Diana Elisabeth Lindman v Skatterättelsenämnden, C-42/02(2003.11.13.).

637) C-42/02 판결 제21, 22, 49문단 참조.

638) Id. 제23-26문단 참조. Commission v. Spain(C-153/08, 2009.10.6)도 복권, 도박에 관

한 조세상 차별을 다룬 유사한 사건으로, 이는 집행위원회의 이행소송으로 진행되었

다. 당시 스페인은 자국 내 공적기관, 자치정부, 맹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복권 또는 

도박시설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나, 외국의 유사한 

복권 또는 도박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소득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스페인의 차별적 과세가 EU조약상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ECJ에 제소하였다. ECJ는 스페인의 과세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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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notti 사건639) >

   원고인 Zanotti는 이태리의 조세전문 변호사로, 네덜란드의 Leiden 대학에서 

국제조세법 석사학위 과정을 수학하고 낸 등록금의 19%를 자신의 이태리 소득

세 총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태리 과세당국은 동 공제를 부

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대학에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이태리세법이 EC조약의 서비스 제공의 자유(제49조)640) 및 시민

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제18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이태리 

법원에서 ECJ의 예비적 결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태리 과세당국에 의

해 세액공제 자체가 거부된 것인지 세액공제의 금액이 제한된 것인지 여부가 명

확하지 않아서, ECJ는 두 가지 상황 모두를 대상으로 EC조약 제49조의 위반여부

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641) 

   첫째, 원고에 대한 세액공제 자체가 거부되었다면, 이태리의 납세자가 이태리

의 대학에 다니는 경우보다 다른 회원국의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비용공제의 차

별로 인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는 EC조약 제49조가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장애가 된다.642)     

   둘째, 등록금에 대한 공제한도643)가 적용되었고, 이런 한도가 이태리의 사립

대학과 다른 회원국의 사립대학에 같이 적용된다면, 이는 이태리의 납세자가 외

국의 사립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제공의 자유

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는다.644) 

이 공공정책(자금세탁방지), 공공보건(도박중독방지) 등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고, 스페인이 EC조약(서비스 제공의 자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639) Emiliano Zanotti v. Agenzia delle Entrate - Ufficio Roma 2, C-56/09 (2010.5.20.).

640) 여기서는 이태리 거주자가 다른 회원국의 대학의 교육서비스를 누릴 자유(수동적 자

유)와 다른 회원국의 대학이 이태리 거주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자유(능동적 

자유) 모두에 관계된다. C-56/09 판결 제26문단 참조.  

641) 한편, ECJ는 같은 논리를 EC조약 제18조 위반 여부의 판단에도 적용하였다.

642) Id. 제40-42문단 참조.

643) 여기서는 납세자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대학의 유사한 과정을 수학하는 비

용을 최대한으로 하는 지역 및 금액 기준 한도를 상정하였다. 

644) Id. 제58-61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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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원고가 자영업자인 변호사라고 가정하고 이 사건을 조세조약 차별금

지조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등록금은 조세전문변호사인 원고의 비용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제한을 둔 이태리세법 규정은 비용공제의 차별금지

를 규정한 OECD 모델 제4항의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 

 1) 의의 

   설립의 자유는 TFEU 제49조~5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645) 그 적용범위는 매

우 넓다. 이 자유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다른 회원국 내에 

직접 자영업 또는 사업체를 설립하거나(일차적 설립), 대리인, 지점 또는 자회사 

등(2차적 설립) 어떠한 법적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646) 여기서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실체를 

포함한다.647) 조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설립의 자유는 EU의 국민이 어느 회원

645) 제49조-제54조를 아우르는 제목은 제2장(Chapter 2) 설립의 권리(Right of 
Establishment)이나, 이 논문에서는 그 실체적 내용을 고려하여 ‘설립의 자유’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646) 이와 관련, TFEU 제49조는 다음과 같다. 
     “Article 49(ex Article 43 TEC)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s set out below,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nationals of a Member Stat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State shall be prohibited. Such prohibition shall also apply to 
restrictions on the setting-up of agencies, branches or subsidiaries by nationals 
of any Member State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any Member State.

     Freedom of establishment shall include the right to take up and pursue activities 
as self-employed persons and to set up and manage undertakings, in particular 
companies or firms within the meaning of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54,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for its own nationals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such establishment is effect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hapter 
relating to capital.“

647) 회사 등과 같이 자연인 외의 사업형태로 국적을 갖는 경우에 관해서는 TFEU 제54
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rticle 54(ex Article 48 TEC)
     Companies or firms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a Member State and 

having their registered office, central administration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within the Union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be tre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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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을 떠나 다른 회원국에 설립하는 경우 본국 또는 다른 회원국 어디에서도 조

세상 차별적 대우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립의 자유는 특히 자본 및 노동자 이동의 자유 등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

며, 이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해석의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쉬운 예를 들면, 어

느 회원국 국민이 다른 회원국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주주인 경우, 

설립의 자유와 뒤에서 보는 자본이동의 자유가 같이 적용된다. 또한 어느 회원국

의 국민이 다른 회원국의 회사의 간부로서 대주주인 경우는 설립의 자유와 노동

자이동의 자유가 같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EU의 4대 자유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 대체로 설립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해당 국내법의 목적을 고려하

여 적용대상이 되는 자유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648)  

   

 2) 관련 판례 

   설립의 자유는 ECJ의 직접세 사건의 약 절반에서 쟁점으로 제기될 정도로 EU

법의 차별금지원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차별과세 사건의 

쟁점도 고정사업장의 과세, 배당세액공제, 과소자본세제, 피지배외국법인과세, 그

룹과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 Avoir Fiscal 사건649) > 

   이 사건은 EU 집행위원회가 1983년 당시 프랑스세법상 프랑스 법인과 비교

하여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되던 프랑스

의 주주배당세액공제(imputation) 제도650)651)에 대해 EC조약 제43조(설립의 자

the same way as natural persons who are nationals of Member States.
     ‘Companies or firms’ means companies or firms constituted under civil or 

commercial law, including cooperative societies, and other legal persons 
governed by public or private law, save for those which are non-profit-making.“ 

648) Helminen p. 113-118 참조.

649) Commission v. France, C-270/83(1986.1.28.).

650) 이른바 Avoir Fiscal로 불리는 프랑스의 배당세액공제제도로서 당시 프랑스세법은 주

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50%를 주주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었다.  

651) 위의 OECD 모델 제24조 제3항(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에서 고정사업장이 보

유한 지분에 따라 받는 배당에 대한 취급을 다루었는데, Avoir Fiscal 사건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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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652)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ECJ에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개시되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프랑스 거주자인 주주 또는 프랑스와

의 조세조약에 그러한 규정을 포함한 국가653)의 거주자인 주주에게만 부여함에 

따라, 독일 보험회사의 '프랑스 지점'에는 이러한 혜택이 부인되었다. 독일 보험

회사가 프랑스에 현지법인(즉, 자회사)을 설립하였다면, 동 현지법인은 프랑스 거

주자로서 배당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았을 것이나, ECJ는 현지법인과 지점은 모두 

프랑스에서 같은 법인세를 부담하는데 지점형태에는 그러한 혜택을 부인하는 것

은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제도 운영이며, 또한 외국 투자가로 하여금 법인형태로 

설립토록 강제함으로써 EC조약 제43조(설립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였

다.654)

   프랑스 정부는 보험회사 현지법인과 지점의 과세상 차이는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법상 차이에 기반한 것이고, 프랑스와 독일의 세법

상 차이 및 양국 간 조세조약상 과세권의 균형에 따른 조치라는 점 등을 주장하

였으나,655) ECJ는 세법상 조화의 부재와 조세조약상 상호주의 모두 EC조약상 설

립의 자유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656)

   이 사건은 그 이후 직접세차별 관련 사건에서 원천지국이 비거주자에게 과세

권을 행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증거

가 제시되지 않는 한 양자를 비교가능한 것으로 보게 되는 선례로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657) 그리하여 이 사건은 그동안 국제조세법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에 따른 내국세제도의 근본을 흔들 정도로 큰 파

장을 몰고 왔다.658)  

이 쟁점을 다룬 것이다.  

652) 그 당시의 조문은 EEC조약 제52조이다.

653) 당시 그러한 조세조약의 체결국가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4개국이었

다. 

654) C-270/83 판결 제13-20문단 참조.

655) Id. 제23문단.

656) Id. 제24, 26문단 참조.

657) O'Shea, “Freedom of Establishment Tax Jurisprudence: Avoir Fiscal Re-visited”, EC 
Tax Review, Issue 6, 2008, p. 275. 

658) Van Crombrugge, p. 849. 그러나, ECJ는 그 후 위에서 본 Schumacker 사건에서 이러

한 해석을 다소 완화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이 EU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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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merzbank 사건659) >

   이 사건 원고인 독일 Commerzbank의 영국 지점은 미국 회사에 대한 대출에

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였고, 이에 대해 영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납부하

였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은 영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경

우에만 영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한 미-영 조세조약(1966년)에 따라, 영국의 거

주자가 아닌 Commerzbank는 애초에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었으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영국세법에서 환급세액의 이자

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repayment supplement)은 거주자인 법인에게만 적용하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독일 거주자인 Commerzbank는 환급가산금을 지급받

지 못하였고, 이에 영국 고등법원에서 ECJ의 예비적 판결을 구한 사건이다. 

   여기서 쟁점은 영국의 거주자에게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영국세

법 규정이 EC법의 설립의 자유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데, ECJ는 납세자의 거주성 

여부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에 차별을 둔 영국세법은 결국 다른 회원국에 국적

을 둔 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EC법상 설립의 자유(EC조

약 제43조)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660)

   한편, 이 사건 원심661)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동 환급가산금의 반환 거부가 독

일-영국 조세조약(1964년)의 고정사업장 차별금지조항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으나, 동 법원은 고정사업장의 차별금지조항은 고정사업장의 과세 자체에만 

차별을 금지하고, 환급가산금의 경우 그 자체로는 세금이 아니므로 동 조항의 적

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사건은 고정사업장 차별

금지조항과 EU법상 설립의 자유의 적용범위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 Futura 사건662) >

과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659) The Queen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ex parte Commerzbank AG, 
C-330/91(1993.6.13.).

660) C-330/91 판결 제15, 18-20문단 참조.

661) R., ex parte Commerzbank AG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1995.3.31.) 

662) Futura Participations SA and Singer v. 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C-2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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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원고인 Futura(프랑스법인)와 그 룩셈부르크 지점이 본점의 전체소득

을 지점에 안분하는 방식(apportionment)으로 지점의 소득을 계산하고, 지점의 

과거(1981년~1986년) 결손금에 대해서도 본점의 전체결손금을 지점에 안분하여 

1986년의 지점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고 하였으나, 룩셈부르크 국세청은 이와 

같이 지점의 결손금을 이월 공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금이 룩셈부르크에서 발

생한 소득과 관련성이 있고, 룩셈부르크법에 따른 지점의 회계장부를 갖추고 있

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거부하였다. 이에 

Futura는 고정사업장의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과 관련한 룩셈부르크법이 EU법

상 설립의 자유(EC조약 제43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ECJ의 예비적 판결에 회

부된 사건이다.

   ECJ는 룩셈부르크법의 두 가지 요건 중 손금액이 룩셈부르크 원천소득과 관

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663) 지점의 결손

금 이월공제를 위해 본점의 회계장부 외에 지점에 별도의 회계장부를 요구하는 

것은 설립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664) 룩셈부르크는 자국법이 

자국 내 고정사업장의 손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담세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세감독권한(fiscal supervision)의 일환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으나,665) ECJ

는 이러한 조세감독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납세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손금액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룩셈부르크가 

이러한 손금액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조세감독 목적으로는 상호지원에 관한 

지침(Mutual Assistance Directive)666)이라는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으므로 룩셈부

르크의 조치는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667) 

   이 사건은 ECJ가 4대 자유에 따른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는 상황

(cross-border situation)에 절차적·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세조치도 4대 자유 행

사를 제한함으로써 4대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대표적인 예로 

(1997.5.15.). 

663) C-250/95 판결 제21-22문단.

664) Id. 제24-26문단 참조. 

665) Id. 제27-29문단 참조. 

666) EU의 상호지원지침은 앞의 주 565 참조.   

667) Id. 제36-41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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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668)   

                                  

   < Lankhorst-Hohorst 사건669) >

   이 사건 원고는 네덜란드에 100% 모회사와 조부회사를 둔 독일거주자인 

Lankhorst-Hohorst(LH)사인데, LH사가 조부회사로부터의 차입금670)에 대해 지급

한 이자671)에 대해 독일 과세당국은 자국의 과소자본세제672)에 따라 이를 이익

의 배분으로 보아 배당지급에 대한 원천세율인 30%로 과세하고, 해당 이자의 손

금산입을 부인하였다. LH사는 이러한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독일의 과소

자본세제가 EC조약의 설립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독일법원이 

ECJ의 예비적 결정에 회부하였다.   

   독일은 자국의 과소자본과세제도가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여부를 기준으로 독

일회사에 대한 외국법인 주주와 독일에서 설립된 비과세법인을 비교하여 양쪽 

모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거주자와 내국거주자를 차별 없이 

대우한다고 주장하였다.673) 그러나, ECJ는 영리목적인 외국법인과 비영리목적인 

독일의 비과세법인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674) 독일거주자인 회사는 

668) Helminen, p. 62 참조. 

669) Lankhorst-Hohorst GmbH v Finanzamt Steinfurt, C-324/00(2002.12.12.).  

670) 동 차입계약(1996. 12. 1.)에 따르면 차입금(3백만마르크)을 1998. 10. 1.부터 10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고, 1997년은 가변이자율 4.5%가 적용되었다. 또한 조부회사

는 LH사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동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원서한(letter of support)을 함께 제공하였다.  

671) 1997-1998년 과세연도에 지급된 이자이다.  

672) 당시 1996년-1998년 간 독일세법상 과소자본세제는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회사

(즉,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대출로부터 배당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동 회사의 

주주가 받는 대가는 아래의 경우 은닉된 이익의 배분(hidden profit distribution)으
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단, 당해 회사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나, 대출이 일반적인 은행거래를 위한 자금일 경우는 제외하였다.)
     (1) 차입 대가를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합의가 있고,
     (2) 차입금이 연중 어느 시점이든 주주의 납입자본비율의 3배를 초과할 것. 여기서 

배당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주주는 비거주자인 주주와, 독일의 거주자이나 법

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673) C-324/00 판결 제18문단.

674) Id. 제28문단.



- 192 -

대부분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비거주자인 회사는 그렇지 않음에 따라, 결과

적으로 독일회사의 모회사의 설립지에 따라 차별적인 과세를 함으로써 외국회사

들이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675) 독일

은 차별의 정당화 사유로서 조세회피의 방지, 조세감독의 효과성, 조세체계의 일

체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ECJ에 의해 배척되었다.676) 이 사건과 유사한 사

실관계로 프랑스의 과소자본세제가 조세조약상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SA Andritz 사건을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같이 ECJ가 독일의 과소자본세제를 두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차별

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사건은 많은 EU 국가들이 과

소자본세제에 관한 국내세법을 개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677)  

   < Wielockx 사건678) >

   이 사건은 위의 Schumacker와 유사한 사실관계로서, 원고인 Wielockx는 벨기

에 거주자인 자영업자(물리치료사)로 네덜란드에서 그의 전체소득을 벌고 네덜란

드 거주자와 같이 과세되고 있었으나, 네덜란드에서 자영업자 연금에 가입하고 

내는 연금기여금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다.679) 

당시 네덜란드는 연금기여금 불입단계에서는 소득공제를 하고, 연금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으나, 비거주자에게는 불입단계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680) 또한, 네덜란드-벨기에 조세조약은 OECD 모델에 따라 연금

675) Id. 제32문단.

676) Id. 제33-44문단 참조. 특히 조세회피 방지와 관련, ECJ는 독일의 제도가 완전히 인

위적인 거래(wholly artificial arrangements)를 방지하는 구체적 규정이 아니고 외국

거주자인 모회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d. 제37문단. 

677) 이창희, 앞의 글(주 199), p. 84.

678) G. H. E. J. Wielockx v. Inspecteur der Directe Belastingen, C-80/94  (1995.8.11.). 

679) 당시 네덜란드세법 시행규칙은 비거주자가 그의 전 세계 소득의 90% 이상을 네덜

란드에서 버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비용공제를 허용하였으나, 연금기여금은 이에 해

당하지 않았다. 

680) 이와 같이 EET(exemption, exemption, taxation) 방식(연금 불입 및 운용단계 비과세, 
수령단계 과세)의 연금제도에서는 비거주자의 연금 불입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

지 않는 것이 거주지국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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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세권은 연금기여금이 어느 체약국에서 불입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연금수령

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토록 규정하였다.681) 이에 대해 원고는, 전체소득을 네

덜란드에서 버는 비거주자에 대해 네덜란드 거주자와 다르게 연금기여금의 소득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EC 조약 설립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ECJ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비교가능하지 않으므로 양자에 대한 

조세차별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거주자가 그의 전체소득

을 그의 사업장 소재지국에서 버는 경우, 비거주자는 사실상 거주자와 같은 상황

에 있다고 보고, 이 경우 연금 불입단계에서의 소득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그의 

전체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EC조약의 설립의 

자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682) 

   한편, 네덜란드는 이 사건의 연금기여금 공제와 연금의 과세방식은 조세체계

의 일체성에 따른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CJ는 이는 양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일체성을 주장하는 데 불과하며, 원고 개

인에게 엄밀히 적용하여 보면 비용공제와 과세와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네덜란드의 주장을 배척하였다.683) 이 사건은 위의 Schumacker 사건과 비교할 

때,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거주지와 소득의 원천지 양쪽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 Cadbury Schwepps 사건684) > 

 

   원고인 Cadbury Schwepps(CS)는 영국 회사685)로 아일랜드에 두 개의 금융자

회사인 CSTS와 CSTI를 두고686) 있었으나, 영국국세청은 1996 사업연도에 대해 

681) 관련 OECD 모델 제18조는 다음과 같다. 
     “ARTICLE 18(PENS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682) C-80/94 판결 제18-22문단 참조.

683) Id. 제23-24문단.

684) Cadbury Schweppes plc, Cadbury Schweppes Overseas Ltd v. Commissioners of 
Inland Revenue, C-196/04(2006.12.12.).

685) 영국의 유명한 다국적 제과회사로, 2010년 미국 Kraft Foods사에 인수되었다. 

686) 두 자회사는 아일랜드 국제금융센터(IFSC)에 설립되어 10%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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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자회사들이 영국 피지배외국법인(CFC) 과세제도687)의 적용대상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고 모회사인 CS가 아일랜드 자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

주하여 동 모회사에 대해 과세하였다. 당시 영국의 CFC 제도는 영국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동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가 영

국세법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능이익에 대한 법인세의 3/4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는 '저세율과세(lower level of taxation)'로 인정되어 그 유보이익을 모회사

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688) 원고는 이러한 영국의 CFC 

세제가 영국 국내의 자회사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EC조약상 설립의 자유, 서비스 제공의 자유 및 자본이동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ECJ는 우선 영국 모회사가 외국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영국세법의 CFC 제도는 설립의 자유 규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하

고, 나머지 규정은 설립의 자유가 침해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침해될 것이므로 별

도의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689) 이어서 ECJ는, 다른 회원국의 유리한 

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설립의 자유의 남용

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영국 모회사가 다른 회원국에 설립한 자회사의 법인세가 

영국의 법인세 보다 낮은 경우는 동 자회사에 대해 과세하면서 영국 모회사의 

영국 내 자회사 또는 법인세가 영국보다 낮지 않은 다른 회원국 내 자회사에 대

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라고 보고, 설립의 자유의 위반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690) 

   한편, 설립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영국 국세청은 동 CFC 제도

었다. 

687)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관련하여 백제흠, “피지배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

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05, 참조. 

688) 영국세법은 이러한 CFC 세제 적용의 예외로서, 4가지 경우를 규정하였다. 즉, 동 

CFC가 18개월 이내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거나, 일정한 면제대상 사

업(무역업 등)을 하거나, 상장된 회사이거나, 일정금액(5만 파운드)을 넘지 않는 이

익의 경우이다. 또한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기기준(motive test)
이 충족되면 CFC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 기준은 첫째, CFC의 이익을 발생시

킨 거래가 영국 내 조세의 감소를 가져온 경우, 그러한 감소는 그 거래의 주요 목

적이 아닐 것, 둘째, CFC 존재의 주요 목적이 영국의 조세의 감소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689) C-196/04 판결 제32-33문단.

690) Id. 제43-46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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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는바, ECJ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는 완전히 인위적인 거래(wholly artificial arrangement)에 적용된다면 그러한 

제한은 허용된다고 하고,691) 이 경우 CFC 제도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

며,692) 납세자로 하여금 회사의 실체 및 진정한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

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693) 

   이 사건에서 사실상 원고가 승소함에 따라 많은 EU 국가들이 운영해 온 CFC 

세제도 ECJ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wholly 

artificial arrangement 개념을,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어느 국가에서 수행

된 활동에 대해 발생하는 정상적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라고 정의

함으로써, EU법의 근본적 자유를 행사하여 조세의 경감을 추구하는 납세자들에

게 중요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694) 

   < Marks & Spencer 사건695) >

   원고 Marks & Spencer사는 영국회사로 유럽 내에 많은 자회사를 두고 있었

다. 2001년 말까지 원고는 유럽 내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고, 1998년부터 2001년

까지 프랑스 자회사를 매각하고, 벨기에와 독일 자회사는 청산하였다. 모회사인 

원고는 영국 내 자회사들과 모회사로 구성된 그룹에만 적용되는 영국의 그룹과

세제도696)에 따라 이들 유럽 자회사들의 손실을 인식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영

국의 그룹과세제도가 EC조약상 설립의 자유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ECJ는 영국 내 회사들 간에만 손실과 이익의 상계를 허용하고 영국 외의 자

회사의 손실을 영국 모회사가 인식하는 혜택을 배제하는 영국의 그룹과세제도는 

691) Id. 제51, 55문단 참조.

692) Id. 제60문단 참조.

693) Id. 제70문단.

694) O'Shea, “The UK's CFC rules and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Cadbury 
Schwepps plc and its IFSC subsidiaries - tax avoidance or tax mitigation?”, EC 
Tax Review, Issue 1, 2007, p. 32-33.

695) Marks & Spencer plc v. David Halsey (Her Majesty's Inspector of Taxes), 
C-446/03(2005.12.13.).

696) 동 제도는 2000년에 개정되어 비거주자인 그룹기업의 영국 내 고정사업장의 손익도 

영국 내 그룹기업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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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모회사가 다른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697) EC조약의 

설립의 자유의 위반이라고 판단하고,698)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

토하였다. 영국은 과세권의 균형된 배분,699) 손실의 이중공제 및 조세회피700) 등

의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ECJ는 이러한 사유들이 모두 고려됨으로써 우월한 공공

의 이익을 구성하여 EC 조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으나,701) 외국 자회사들이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더라도 그 손실을 더 이상 이연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그룹과세 규정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설립의 자유

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하여, 결국 원고의 손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702)  

   이 판결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우선 비판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영국이 외

국의 자회사에 대해 과세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당해 외국 자회사의 손

실에 대한 고려 의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 자회사를 거주자인 것처

럼 보고 설립의 자유의 위반 자체를 인정한 것은 EC 회원국의 조세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것이다.703) 반면, 이러한 ECJ의 판결은 회원국의 합법적인 과세

관할권과 EC의 근본적 자유의 조화를 위한 시도로써, 이로 인한 회원국의 과세

권에 대한 침해는 별로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704) 

697) 구체적으로 ECJ는, 그룹과세제도는 그룹 관계사들 간 손실과 이익을 즉시 상계할 수 

있도록 하여 그룹 전체에 현금흐름의 이익을 준다고 보고, 이러한 혜택을 해외의 자

회사에는 배제함으로써 모회사가 설립의 자유를 행사하여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보았다. C-446/03 판결 제32-33문단. 

698) Id. 제31-34문단 참조.

699) 회원국 간 배분되는 과세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립지에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에 대해 당해 국가의 세법만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손실의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손실이 이전되는 국가는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손실을 이전하는 국가는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과세권의 균형적 배분을 해치게 

된다. Id. 제45-46문단. 

700) 손실의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손실을 이전하여 그만큼 손

실의 조세상 가치가 커지고, 이에 따라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Id. 제49문

단. 

701) Id. 제51문단.

702) Id. 제55-56문단.

703) Vanistendael, “In Def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March 2008, p. 92.  

704) Id.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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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allgesellschaft 사건705) >

   이 사건 원고는 독일 거주자인 Metallgesellschaft사와 Hoechst사로, 영국의 

선납법인세(ACT: Advance Corporation Tax) 제도가 그룹과세를 선택한 영국의 

거주자인 자회사와 모회사에게 적용되는 경우보다 영국 자회사의 모회사가 독일

회사인 경우에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영국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병합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의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에서 본 NEC 

사건 및 Boake Allen 사건과 같으며,706) NEC 및 Boake Allen에서는 원고가 조세

조약 제24조 제5항을 원용하였고, 이 사건 원고는 EU조약의 설립의 자유를 원용

한 데 차이가 있다. 

   영국 국세청은 Boake Allen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이 영국 자회사를 둔 

영국 모회사와 비거주 모회사는 비교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룹과세 선택에 

따라 자회사가 영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 ACT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그 모회사가 

다시 배당할 때 ACT를 납부하므로, ACT 납부의무는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전

되어 결국 자회사의 ACT 면제는 모회사의 ACT 납부로 상쇄된다고 주장하였다. 

국세청은 반면에 비거주 모회사의 경우는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자회사가 면제받은 ACT를 모회사가 배당할 때 이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고 반박

하였다.  

   그러나, ECJ는 ACT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법

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거주 모회사가 ACT의 납부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본다면 영국 자회사의 모회사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동 자회사

는 같은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았다.707) 따라서, ECJ는 영국 자회사의 모

회사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모회사가 영국 거주자인 경우에 비해 ACT의 납부에 

따라 현금흐름의 불이익(cash flow disadvantage)을 받게 되고,708) 이는 모회사의 

705) Metallgesellschaft Ltd and Others (C-397/98), Hoechst AG and Hoechst (UK) Ltd 
(C-410/98) v Commissioners of Inland Revenue and HM Attorney General 
(2001.3.8.).

706) 그 외에 조세조약의 세액공제 규정 여부에 따른 비거주 모회사에 대한 차별도 쟁점

이었으나, 논의의 편의상 생략한다.   

707) C-397/98 판결 제52-56문단 참조.

708) Id. 제60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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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여 설립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709) 

이에 따라 ECJ는 미리 납부된 ACT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고가 환급가산금

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710) 한편, 영국 국세청은 그룹과세를 거주자

인 법인들 간에만 허용하는 영국의 제도가 세수의 일실 방지, 조세회피 우려 및 

조세체계의 일체성 등 측면에서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으나, ECJ는 이를 모두 배

척하였다.     

 마. 자본이동의 자유(Free Movement of Capital) 

 1) 의의

   TFEU 제63조(EC조약 제56조)는 회원국 간 및 회원국과 제3국711) 간 자본이동

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712) 여기서 자본이동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갖

는데, 주식,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국경 간 투자와 증여 및 상속까지도 포함한

다.713) TFEU 제64조는 제63조의 자본의 자유이동의 예외로서 1993년말 현재 회

원국과 제3국 간 자본이동에 적용되는 국내법 또는 EU법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714) TFEU 제65조715)도 제63조의 예외로서 납세자의 거주

709) Id. 제76문단.

710) Id. 제96문단.

711) 자본이동의 자유는 EU법의 4대 자유 중 유일하게 비회원국에도 적용된다.

7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visions set out in this Chapter, all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capital between Member States and between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shall be prohibited.”

713) Helminen, p. 101.

7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application to 

third countries of any restrictions which exist on 31 December 1993 under 
national or Union law adopted in respect of the movement of capital to or 
from third countries involving direct investment –- including in real estate –- 
establishment,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or the admission of securities to 
capital markets. In respect of restrictions existing under national law in Bulgaria, 
Estonia and Hungary, the relevant date shall be 31 December 1999.” 

715)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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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또는 자본의 투자장소에 따라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 납세자들을 차별하는 

세법 규정과, 세법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공공정책 또는 공공안정을 

위한 조치 등은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거주성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예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으로 비교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우월적인 일반적 이익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716) 이러한 일반적 이익이란, 조세제도의 일체성(cohesion) 담보, 조세회피의 

방지, 조세감독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717) 한편, 제65조 제3항718)은 이러한 조치

들이 자본이동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위장된 제한이 되

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예외의 한계를 규정한다. 

 2) 관련 판례 

   아래에서는 자본이동의 자유와 관련,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외국비영리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거주자가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소

득 과세에 관한 차별사례를 다룬다. 

   < Manninen 사건719) > 

     “1.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Member States:   

     (a) to appl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ir tax law which distinguish between 
taxpayers who are not in the sam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ir place of 
residence or with regard to the place where their capital is invested;  

     (b) to take all requisite measures to prevent infringements of national law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taxation and the prudential super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to lay down procedures for the declaration of capital 
movements for purposes of administrative or statistical information, or to take 
measures which are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policy or public security.“

716) Van Crombrugge, p. 856.

717) Id. 이러한 일반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의 5.1.2.바.에서 다룬다. 

718)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The measures and procedur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discrimination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and payments as defined in Article 63.”

719) Petri Manninen, C-319/02(2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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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거주자인 원고는 스웨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동 스웨덴회사의 법

인세 납세 후 배당720)을 지급받았다. 당시 핀란드세법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모

두 29%로 과세하였으나, 핀란드 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

지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분만큼 주주에게 배당세액공제(imputation credit)721)를 

해 주어, 실질적으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0%로 과세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

나, 핀란드 거주자가 스웨덴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 원천세에 대

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이외에 이러한 배당세액공제 혜택(즉, 간접외국납부세

액공제)을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핀란드의 이러한 세법규정이 EC조

약 제56조에 따른 자본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핀란드 법원에 소

를 제기하고, 동 법원은 사건을 ECJ의 예비적 결정에 회부하였다.

   우선 자본이동의 자유의 침해 문제에 대해 ECJ는, 핀란드세법 규정이 배당세

액공제를 국내에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외국에서 지급되는 배당

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핀란드인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저해함과 동시

에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회사가 핀란드에서 자본을 끌어오는데도 장애가 된다

고 보아 동 자유의 침해를 인정하였다.722) 이어서 ECJ는 핀란드의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EC조약 제58조(TFEU 제65조) 제1항(a)에 따라 허용되는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국내에서 받는 배당과 외국에서 받는 배당의 비교가능

성과 관련, 배당세액공제의 목적이 배당에 대한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당의 원천지와 관계없이 비교가능한 상황에 있고, 

따라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23) 한편,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는 

프랑스 및 영국 정부까지 핀란드 정부와 동조하여 핀란드의 배당세액공제 제도

의 정당성을 옹호하였으나,724) ECJ는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 Kerckhaert-Morres 사건725) > 

720) 동 배당은 스웨덴에서 15%의 조세조약상 원천세율로 과세되었다. 

721) 동 세액공제금액은 배당금액에 29/71를 곱하여 산출된다.

722) C-319/02 판결 제20-24문단 참조.

723) Id. 제36-39문단 참조.

724) 구체적으로, 정당화 사유로서 속지주의과세, 조세체계의 일체성, 세수의 일실 및 조

세감독의 효과성 등이 주장되었다. 

725) Mark Kerckhaert and Bernadette Morres v. Belgian State, C-513/04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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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Kerckhaert와 Morres는 벨기에 거주자인 부부로서 1995년과 1996년 프

랑스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동 배당의 50%는 프랑스의 배당세액공제726) 

및 프랑스-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공제되었고, 총 배당금액의 15%는 1964년 벨

기에-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되었다. 한편, 당시 벨기에의 세법개정으

로 개인 주주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동 

배당에 대한 벨기에의 세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않고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과 같이 25%의 단일세율로 과세되었다. 원고는 프랑스에서 납부한 배당소득

세를 벨기에에서 공제받지 못하고,727) 벨기에가 배당소득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납세자(즉,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을 받는 경

우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EC조약 

제56조(자본이동의 자유, TFEU 제63조) 제1항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ECJ는 우선 이 사건에서 비록 외국에서 원천세가 부과되어 받은 배당이라도 

국내의 배당과 반드시 다르다고 볼 수 없고,728) 벨기에세법이 국내 배당과 외국

으로부터의 배당을 같은 25%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차별적 조치가 없는 상

황이라고 하고,729) 원고의 불이익은 두 회원국이 각자의 조세주권을 병행하여 행

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득이한 결과로서,730) EC법은 회원국 간 이중과세의 

방지에 관한 권한의 배분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731) 결국 ECJ

는 이중과세방지 문제는 회원국이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이중과세 그 자체는 EU의 근본적 자유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EU 집행위원회, 학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732) 우

선 앞에서 본 Manninen 사건과 비교할 때 Manninen 사건에서 문제가 된 외국

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ECJ는 주주의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의무가 

726) 앞의 Avoir Fiscal 사건에서 본 배당세액공제이다. 

727) 당시 벨기에-프랑스 조세조약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 체약국의 국내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당시 개정된 벨기에세법에서는 개인주주인 

원고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728) C-513/04 판결, 제18-19문단.

729) Id. 제17문단.

730) Id. 제20문단.

731) Id. 제22문단.

732) Helminen,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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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부인하였다.733) 

   또한, 다른 사건(예를 들어, Schumacker 사건, Marks & Spencer 사건)에서는 

ECJ가 회원국 간 과세권의 우선순위를 정한 반면, 이 사건에서는 EU법상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과, 손실의 이중공제는 금지하면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은 비대칭적이라는 비판이 있다.734) 아무튼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EU 역내 이중과세방지 문제에 대한 ECJ의 입장은 여전히 Kerckhaert- 

Morres 사건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735) 

   < Stauffer 사건736) >

   원고 Stauffer 문화재단은 이태리에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독일에 소유하

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1997년 사업연도에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 당시 독일

세법에 따르면, 독일 거주자인 비영리법인은 상업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거주자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세혜택이 부여되지 않았

다.737) 원고는 비거주자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상 차별이 EC조약 제56조

(TFEU 제63조) 자본이동738)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 

정부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독일의 비영리법인과 제한적 납세

의무를 지는 비거주 비영리법인은 차이가 있고, 전자는 독일 사회에 대한 공적인 

기여를 하는 반면 후자의 활동은 이태리와 스위스739)에만 관련되므로 비교가능

733) 다만, Kerckhaert-Morres 사건과 Manninen 사건의 차이점은 전자는 배당세액공제가 

쟁점이었고, 후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쟁점이라는 데 있다. 

734) Kofler & Mason, “Double Taxation: A European "Switch in Time?"”, Columbia 
Journal of European Law, Vol. 14 No. 1, 2007, p. 79-81.

735) 예를 들면, Damseaux 사건(C-128/08)과 Haribo 사건(C‑436/08, C‑437/08)에서 ECJ
는 회원국이 각각 자신의 과세관할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EU조약의 근본적 자유에 의거하여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736) Centro di Musicologia Walter Stauffer v. Finanzamt München für Körperschaften, 
C-386/04(2006.9.14.).

737) 당시 독일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비영리법인은 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독

일 거주자인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독일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었다. 

738) EEC조약 제67조의 이행을 위한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88/ 361/EEC of 24 
June 1988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7 of the Treaty)에 따르면 어느 EU 
회원국의 거주자가 다른 회원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자본이동에 포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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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ECJ는, EC조약 제73조 제d항(TFEU 제65조에 해당)에서 거주성에 따라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 경우 자본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좁게 

해석되어야 하고, 동 규정이 납세자의 거주지에 따라 어떤 차별도 허용하는 것으

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은 항에서 이러한 제한을 통해 자의적 차

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740) 이러한 전제하에 ECJ

는, 독일법상 비영리법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일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

으로 정하고 그런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를 특별히 국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원고 비영리법인 역시 독일 비영리법인과 같은 공공의 이익 증진활동을 수행한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이 같은 상황에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적

으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741) 한편, 독일이 차별의 정

당화 사유로 제기한 세법의 올바른 집행(fiscal supervision), 조세체계의 일체성, 

세수의 일실 및 자금세탁 범죄 우려 등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배척되었

다.742)  

   이 사건은 앞의 II.2.4.4.에서 본 OECD 모델 제24조 제3항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공익목적의 비영리기관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

자인 경우의 과세상 차이는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

가 있다. 그만큼 EU법상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 Gronfeldt 사건743) >

   원고 Gronfeldt는 독일 거주자로서 두 개의 덴마크 회사 주식을 각각 2.1%, 

2.5%씩 보유하고 있다가, 2001년 두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였는데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독일은 이를 통산하여 과세하였다. 당시 독

일은, 종전 세법상 외국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기준을 발행주식의 

739) 동 이태리 재단의 주요 목적은 스위스의 음악인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스위스와 이

태리 간 음악교류를 장려하는 일이었다. 

740) C-386/04 판결 제30-31문단.

741) Id. 제37-42문단 참조.

742) Id. 제43-61문단 참조.

743) Per Grønfeldt Tatiana Grønfeldt v. Finanzamt Hamburg – Am Tierpark, C-436/06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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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로 규정하였던 것을 2001년에 주식 보유비율 

1% 기준으로 개정하였으나, 국내회사의 경우 개정 규정의 적용을 2002년까지 유

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1년에 외국회사 주식보유자의 경우에만 발행주식의 

1%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국내회사의 경우

(10%의 주식보유 기준)와 비교하여 차별적 조치이며, 이는 EC조약의 자본 이동

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ECJ는 독일세법이 잠정적인 조치라고는 하나, 2001년에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와 외국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비교가능하며, 이에 따라 외국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는 자본이동의 자유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744) 

  바. 4대 자유 제한의 정당화 사유

   위에서 살펴본 ECJ 판결에서 대부분의 경우 회원국의 조세조치가 EU조약의 4

대 자유의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위에서 일부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4대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조세조치라고 ECJ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

해 또는 제한이 EU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약 위반으로 판

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어느 조치가 EU법상 정당화되는 것으로 인

정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그 조치가 우월적인 공공의 이익에 의해 정당화 될 것, 둘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일 것, 셋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

과하지 않을 것 등이다.745) 이러한 정당화 사유들은 대체로 직접적 또는 명시적 

차별보다는 간접적 또는 숨은 차별 상황에서 인정되기가 쉬우며,746) 특히 셋째 

요건인 비례성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합

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이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정당화 사유로 긍정적으

744) C-436/06 판결 제22-24문단 참조.

745) C-196/04 판결(Cadbury Schwepps 사건) 제47문단 참조. 이러한 정당화 사유 요건

은 TEU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의 원

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4. Un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content and form of Union action 

shall not exceed what is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Treaties."

746) Helminen, p. 119-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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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토되는 공공의 이익은 세법의 효과적 집행, 조세회피 방지, 회원국 간 과세

권의 균형적 배분, 세법체계의 일체성, 속지주의 등이 있다.747) 아래에서는 ECJ 

판결에서 차별조치의 정당화 요건 중 공공의 이익으로 고려될 수 있는 주요 요

인들을 살펴본다. 

 1) 세법의 효과적 집행(Effectiveness of Fiscal Supervision)

   일부 ECJ 판결에서는 차별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국제거래에서 조세의 효과적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조세조치는 예외적인 경우 정당화 사유

가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으나,748) 실제 판례를 보면, 회원국이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세법을 집행할 수 있거나, 조세행정 상호공조에 관한 지침749)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50) 

 

 2) 조세회피 방지(Anti-avoidance Purpose)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회원국의 조치에 대해 ECJ는 대체로 완전히 인위

적인 거래(wholly artificial arrangement)의 경우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

다.751) 또한,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

지하기 위한 피지배외국법인세제(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와 관련하

여, ECJ는 앞에서 본 Cadbury Schwepps 사건에서 어느 조치의 목적이 완전히 

인위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가 동 조치의 정당화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3) 과세권의 균형적 배분(Balanced Allocation of Taxing Rights) 

747) Id.

748) 앞에서 본 Futura 사건이 대표적이다.  

749) 앞의 주 565, 566에서 본 상호지원지침(Mutual Assistance Directive)과 조세채권확보

지침(Recovery Directive)이 있다. 

750) Helminen, p. 122.

751) 예를 들면, 설립의 자유와 관련하여 본 Lankhorst-Hohorst 사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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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본 Marks & Spencer 사건에서와 같이 과세권의 균형적 배분도 4대 

자유 제한의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정당화 사유가 같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752)  

 4) 회원국 세법체계의 일체성(Coherence of the National Tax System)

   위에서 본 Bachmann 사건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정당화 사유로서, 보험료의 

소득공제와 보험금의 과세권이 직접 관련성(direct link)을 갖고 있는 경우와 같이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이 동일한 소득 및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753) 

예를 들어, 회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는 직접 관련성

이 없다. 그러나, ECJ는 Bachmann 사건 이후로 세법체계의 일체성을 EU조약상 

자유의 제한 사유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다.754)

 5) 속지주의(Territoriality) 

   속지주의는 비거주자에 대한 회원국의 과세관할권은 기본적으로 비거주자의 

소득이 당해 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손금산입도 당해 소득

의 창출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이다.755) ECJ의 판례에서는 

속지주의를 정당화 사유로 고려하기는 하나, 속지주의 그 자체로는 정당화 사유

의 결정적인 판단요인이 되지 못한다.756)

 사. 소결 

   EU의 조약체계상 직접세분야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규정은 없으며, 직접세차

752) Helminan p. 129.

753) Id. p. 131-132.

754) Id. p. 132. 예를 들어, Marks & Spencer 사건에서 세법체계의 일체성이 정당화 사

유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판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Lang, 
“Direct Taxation: Is the ECJ Heading in a New Direction?”, European Taxation, 
IBFD, September 2006, p. 424.

755) Helminen, p. 134.

75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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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금지와 관련하여 EU조약의 4대 자유, 즉, 상품·서비스·인 및 자본 이동의 자

유와 설립의 자유 규정이 그 법적 근거가 된다. ECJ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역내 조세차별 문제와 관련, 4대 자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회원

국의 많은 국내세법 규정 또는 과세조치에 대해 EU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는바, 4

대 자유의 의미와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이동의 자유(TFEU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110조)는 역

내 상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의 폐지뿐만 아니라 내국세를 통한 차별도 금지한다. 

ECJ는 Commission v. France 사건에서 외국에서 인쇄된 출판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제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은 수량제한에 해당하여 상품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인력이동의 자유(TFEU 제21조, 제45조)는 시민이 이동의 자유를 선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와, 노동자의 

이동의 경우 근로의 조건에 관한 과세상 내국민대우를 의미한다. ECJ는 Biehl 사

건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거주성을 기준으로 과세하더라도 숨은 차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Schumacker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이라는 국제조세법상 원칙도 EU법상 차별금지원칙의 적용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서비스이동의 자유(TFEU 제56조)는 국경 간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

에 있어 내국민대우를 의미하며, EU법의 다른 자유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ECJ

는 Lindman 사건에서 외국에서 설립된 복권의 당첨금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

하는 경우 서비스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고, Zanotti 사건에서 외국

대학에 낸 등록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의 자유

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설립의 자유(TFEU 제49~54조)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으며, 조세측면에서 

보면 EU의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차

별적 대우나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 자유는 차별과세의 금지에 관한 ECJ 

전체 사건의 약 절반에서 쟁점이 되었으며, 고정사업장, 배당세액공제, 과소자본

세제, 피지배외국법인세제, 그룹과세 등에 관한 회원국의 다양한 세법규정이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자본이동의 자유(TFEU 제63조)는 회원국 간, 회원국-제3국 간 자동이

동에 대한 제한을 금지한다. ECJ는 Manninen 사건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내국법인과 달리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내국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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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자를 저해하고 외국법인의 자본유치에도 장애가 되어 자본이동의 자유를 침

해한다고 보았으나, 그 후 Kerckhaert-Morres 사건에서는 회원국 간 이중과세의 

방지 문제는 회원국이 국내법과 조세조약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 

이전 판결과 모순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ECJ의 판례들로부터 EU법의 4대 자유 원칙이 차별과세 문제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를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EU법의 4대 자유를 총체적으로 보아 일반화하면 회원국 간 통상에 대

한 차별금지라고 할 수 있다.757) 달리 말하면, EU법은 순수한 국내적 상황과 비

교하여 국경을 넘는 상황(cross-border situation)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

한다. 

   둘째, 직접세는 각 회원국의 권한범위에 속하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EU

법에 합치하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758) 이는 ECJ의 조세차별 관련 판결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ECJ는 비거주자가 자신의 소득의 대부분을 근로용역수행지

에서 버는 경우에 대한 거주자와의 과세상 차별금지, 외국에서 설립된 복권의 당

첨금에 대한 국내 복권 당첨금과의 과세상 차별금지, 고정사업장․배당세액공제․과
소자본세제․피지배외국법인세제․그룹과세 등에 있어 외국기업의 국내설립 또는 

국내기업의 외국설립에 대한 과세상 차별금지, 외국의 비영리법인의 국내 임대소

득에 대한 국내 비영리법인과의 과세상 차별금지 등과 같이 많은 직접세 관련 

사건에서 4대 자유 원칙의 위반을 확인하였다.     

   셋째, 4대 자유를 제한하는 회원국의 세법 또는 조세조치가 예외적으로 EU법

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1) 당해 세법규정 또는 조치가 공공의 이익으로 정당화 

될 것, 2) 법의 목적달성에 적합할 것, 3)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757) IV.2.1.에서 다루지만 Graetz와 Warren은 이를 외국 상품(foreign products), 외국 생

산자(foreign producers) 및 외국 생산(foreign production)에 대한 차별금지로 구분

하여 설명한다. 

758) 앞의 주 620 참조. 또한, Biehl 사건 판결 제12문단 제1문은 다음과 같다.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particularly as regards remuneration would be 
deprived of effect if it could be infringed by discriminatory national provisions 
concerning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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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U조약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의 제1차 목적은 체약국 간 과세권의 배분과, 이중과세의 방지를 통

한 국제무역과 투자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EU조약의 목적은 EU 전체

를 아우르는 단일시장의 창설과 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어떻게 보

면 서로 비슷한 목적을 가진 양 조약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2001년부터759) 특히 법인세에 초점을 두고 회사

가 국경 간 무역·설립·투자 기타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조세 문제에 대해 검토해 왔고,760) 2003년에는 EC조약에 녹아있는 평등대우원칙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U 회원국 간 또는 회원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것이 EC조약의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761) 또한 집행위원회는 2005년 ‘EC법과 조세조약’ 워크샵에서 논의된 실무 보

고서에서 EC법과 조세조약의 법체계 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762)  

   여기서는 EU법과 조세조약의 관계를 EU법의 우월성, 회원국 간 조세조약, 회

원국과 제3국 간 조세조약, EU법의 2차 규범, EU법 해석론의 조세조약에 대한 

영향 등의 측면에서 ECJ의 관련 판례와 함께 살펴본다. 

 가. EU법의 우월성  

   EU법과 회원국의 국내법 또는 조약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EU법

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TEU 제4조 제3항763)은 EU조약상 의무이행을 위한 

759) 이와 관련, European Commission의 “Towards an Internal Market Without Tax 
Obstacles”, COM(2001)582 final, 2001.10.23 보고서 참조.

760) EU의 법인세 관련 작업내용에 대한 자료는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taxation/company_tax/key_documents/index_en.htm 참조.

761) European Commission, “An Internal Market without company tax obstacles: 
achievements, ongoing initiatives and remaining challenges”, COM(2003)726 final, 
2003.11.24, p. 11.

762) European Commission, “EC Law and Tax Treaties”, working document TAXUD E1/FR 
DOC(05)2306, 2005.6.9, p. 4

763)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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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회원국의 성실한 협력과 함께 회원국에 EU조약상 의무나 EU 기관의 결정

에 따를 의무 및 EU의 목적 달성을 원활히 할 의무 등을 부여하여 EU법이 회원

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764) 이와 같이 EU법에 명시적인 규정

이 없는 상황에서 회원국법에 대한 EU법의 우위를 명확히 한 것은 ECJ의 Costa 

v. Enel 판결(1964년)이다.765) 이와 관련, ECJ는 EU법 관련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용한 효과이론(effet utile doctrine)’을 EU법 해석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EU

법이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766) 

   EU법의 우위와 관련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EU법이 회원국 국내법과 국민

에 직접적 효과(direct effect)를 갖는다는 것이다.767) 이러한 EU법의 직접적 효과

     “3.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sincere cooperation,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in full mutual respect, assist each other in carrying out tasks which 
flow from the Treaties. 

     The Member States shall take any appropriate measure, general or particular, to 
ensure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arising out of the Treaties or resulting from 
the acts of the institutions of the Union.

     The Member States shall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the Union's tasks and 
refrain from any measure which could jeopardise the attainment of the Union's 
objectives.“

764) 이러한 의무를 충실성(Loyalty)의 원칙이라고 한다.

765) ECR 585 (6/64). 이 사건은 이탈리아 전력회사의 국유화에 반대하는 주주인 Costa
의 전기요금 납부거부에 대해 국유화 된 전력회사 ENEL이 이탈리아 법원에 제소하

여 시작되었다. Costa는 전력산업 국유화가 로마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로마조약과 이탈리아 국내법의 우선순위에 대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탈리아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 ECJ는 실체적 

쟁점에서는 이탈리아의 국유화 조치가 EU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EU
법과 국내법의 우위 여부에 대해서는 EU법이 이탈리아 국내법보다 우선하지 않으면 

EU법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EU법의 우위를 선언하였다. 이 사건에서 ECJ는 

EU법의 우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핵심적 판단을 내렸는데, 첫째, 회원국들은 각자의 

주권을 자신들이 만든 공동체로 이전하였으므로 일방적인 조치는 EU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모든 회원국은 EU법이 통일적이며 일반적으로 EU 전체에 적용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Borchardt, p. 121. 

766)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프랑스 행정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약의 해석에 있어 조약의 

목적과 취지, 맥락을 고려하여 조약이 더욱 효력을 갖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이론이

다. http://www.answers.com/topic/ effet-utile 참조. 

767) EU법의 직접적 효과는 1963년 Van Gend en Loos 판결(Van Gend en Loos v 
Nederlandse Administratie der Belastingen, Case 26/62)에서 확립되었다. 이 사건

은 네덜란드 운송회사인 Van Gend en Loos가 독일에서 수입한 화학제품에 대해 

네덜란드 세관에서 관세를 인상하여 부과하자, 동 회사는 이러한 관세가 공동시장 

내에서 새로운 관세의 도입과 기존 관세의 인상을 금지한 EEC조약 제12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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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EU법은 회원국 내에서 法源으로 존재하고, EU의 기관, 회원국 및 시민 

모두에 대해 EU법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또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회원

국의 법원에서 원용할 수 있게 된다.768) 이하에서는 ECJ의 조세판례를 중심으로 

EU법체제하에서 EU 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세조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

다. 

 나. EU조약과 회원국 간 조세조약의 관계 

   현재 EU 회원국 간 조세조약은 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양

자 조세조약과 EU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EU법과 조세조약이 

양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학계와 실무에

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먼저 EU법에서 조세조약을 언급한 사례부터 본다면, 앞에서 본 EC조약 제293

조에서 각 회원국은 회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큼 공동체 내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회원국들에게 조

세조약 체결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기는 하나,769) 회원국 국민에

게 직접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770) 이러한 자율성도 EC의 단일시장 규범에 

합치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해석된다.771) 이러한 해석은 앞에서 본 EU법과 

회원국법의 관계에서 EU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TEU 제4조는 충실원칙을 규정하여 회원국들이 체결한 양자 및 다자조

약이 EU법과 충돌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이를 개정토록 하거나 EU법에 합치되

도록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세조약에도 적용

된다고 할 것이다.772)   

이라고 주장하였고, ECJ는 EU법이 회원국 내에서 개별 국민에게 직접적 효과를 갖

는다고 판시하였다.   

768) Dony, Droit de l'Union européenne, Edition de l'Universite Bruxelles (4ème ed.), 
2012, p. 269. 

769) C-336/96 판결(Gilly 사건) 제24문단.

770) Id. 제15문단.

771) EC조약 제94조(TFEU 제115조) 참조.

772) Helminen,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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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EU법과 조세조약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ECJ의 사례를 살펴보자. 

앞에서 본 Avoir Fiscal 사건에서 이미 ECJ는 회원국이 EU법과 충돌하는 방향으

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바 있다.773)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 Saint-Gobain 사건774)으로, 이는 EU법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국제조세법의 원칙이 충돌한 대표적 예로서 알려져 있다.775) 

   이 사건 원고는 프랑스 Saint-Gobain사의 독일 지점(고정사업장)으로, 

Saint-Gobain사는 동 지점을 통해 미국 회사와 두 개의 독일 자회사 주식을 보

유하고 있었다.776) 이에 따라, 독일 지점은 미국 회사와 독일의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고 있었는데,777) 독일은 자국 거주자인 회사에 부여되는 세 가지 혜택

(즉, 독일-미국 및 독일-스위스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 및 자본세 면제)을 동 지점에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러한 과세상의 차별이 EU조약상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ECJ는, 설립의 자유는 어느 회원국의 국민이 다른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설

립형태를 선택하여 경제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포함하므로,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거주자인 회사보다 지점형태로 들어온 외국 회사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설립의 자유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778) 여기서 특히 독일은 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세조약의 조화가 없는 상태에서 조세조약은 EU법의 관할범위에 들어가

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779) ECJ는 이를 배척하고780) EU법상 내국민대우가 조

773) C-270/70 판결 제26문단 참조. 

774) Compagnie de Saint-Gobain, Zweigniederlassung Deutschland v Finanzamt 
Aachen-Innenstadt, C-307/97(1999.9.21.). 

775) Jiménez, Prats & Carrero, “Triangular Cases, Tax Treaties and EC Law: The 
Saint-Gobain Decision of the ECJ”,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June 
2001, p. 242.

776) 독일 지점의 미국 회사 및 2개 독일 자회사 주식의 보유 비율은 각각 10.2%, 
98.63% 및 99%였다. 

777) 독일 지점이 독일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은 독일 자회사들이 각각 스위스, 오스

트리아, 이태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며, 독일 지점은 당시 독일세법에 따라 독일 

자회사와 일종의 연결납세에 해당하는 이익이전계약(profit-transfer agreement)을 

맺고 있었다.  

778) C-307/97 판결 제34-43문단.

779) Id. 제54문단.

780) ECJ는 Gilly 사건을 인용하면서 EU 회원국의 조세조약 체결에 따른 과세권 배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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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약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EU 회원국 간 조세조약의 혜택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는 것은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의 해석상 가능한가? 현재 TFEU에 EU 회원국 간 최혜국대우를 명

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781) EU법의 해석상 조세조약의 혜택에 최혜국대

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미 Schumacker 사건부터 제기되었으나,782) ECJ

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실체적으로 다룬 것은 바로 D 사건783)이다. 

   이 사건 원고인 D는 독일 거주자로서 1998년 네덜란드에서 자신의 총 재산

의 1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네덜란드에는 부유세

(wealth tax) 제도가 있었으며, D는 네덜란드의 부유세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거

주자 및 네덜란드에 90%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비거주자에게 부여되는 기본

공제의 혜택을 자신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벨기에-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네덜란드 세법에 따른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벨기에 거주자에게도 부유세의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독일-네덜란드 조

세조약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784) D는 네덜란드 거주자 및 네덜란드-벨기에 

조세조약 상 벨기에 거주자에게 네덜란드 부유세의 기본공제 혜택을 주면서 독

일 거주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EU법상 자본이동의 자유를 위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유로우나, 배분된 과세권의 행사는 EU법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에서 독일이 비거주자인 고정사업장에 미국 및 스위스 조세조약의 혜택을 일방적으

로 부여하더라도 이는 이들 조약 상대국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또한 조약 전체

의 균형과 상호주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Id. 제56-59문단 참조.  

781) Helminen, p.26

782) Schumacker 사건을 ECJ의 예비적 판결에 회부한 독일 법원이 이를 쟁점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동 사건을 담당한 ECJ의 법무심의관은 EU법의 해석상 조세

조약의 혜택에 최혜국대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ECJ는 심리단계

에서는 이 쟁점을 다루었으나, 판결에서는 최혜국대우 쟁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Dürrschmidt, “Tax Treaties an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particularly within the European Union“,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May 2006, p. 206.

783) D. v Inspecteur van de Belastingdienst/Particulieren/Ondernemingen buitenland te 
Heerlen, C-376/03(2005.7.5.).

784) 당시 벨기에와 독일은 부유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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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J는 우선 Schumacker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독일 거주자인 D

가 자신의 총 재산의 90%를 독일에 보유한 것은 네덜란드의 거주자와 비교가능

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독일만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785) 한편, 동 법원은 네덜란드의 부유세와 관련, 네덜란드-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조세조약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네덜란드-벨기에 조약의 유리한 

조항(위의 차별금지조항)은 조약 전체의 이익균형 측면을 반영한 것이므로, 독일 

거주자와 벨기에 거주자는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네덜란드의 

조치는 자본이동의 자유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786)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ECJ 법무심의관의 의견이 ECJ의 판결에서 채택되지 않

은 사례로도 알려져 있으며, ECJ가 서로 내용이 다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비

거주자들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차별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냄에 따라, ECJ가 일부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조

세조약의 최혜국대우를 부인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787) 

   D 사건 판결은 뒤 5.1.4.가.에서 보듯이 형식논리적인 비교가능 내부상황 접근

법(Comparable Internal Situation Test)을 적용한 예로서 비판받고 있다. 아무튼, 

향후 EU 내 조세조약 간 최혜국대우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

으나, D 사건의 여파로 현재로서는 ECJ가 최혜국대우 원칙을 회원국 간 조세조

약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788) 

  다. EU조약과 회원국-제3국 간 조세조약의 관계 

   EU법의 우위는 EU 회원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 EU법은 새로이 체결되는 조세조약과 기존의 조세조약으로 구분하여 

EU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EU 회원국이 제3국과 새로이 체결하는 조

785) C-376/03 판결 제35-38문단 참조.

786) Id. 제61-63문단 참조.

787) Mason, “Flunking the ECJ's Tax Discrimination Test”, 46 Colum. J. Transnat’l L. 72, 
2007, p. 41, available at ssrn.com/abstract=1025522.

788) Helminen, p. 27. 뒤에서 보는 ACT Group Litigation 사건(C-374/04, 2006.12.12.)에
서도 ECJ는, 조세조약상 인정되는 배당세액공제는 이런 조항이 없는 조세조약 체약

국의 거주자가 최혜국대우를 근거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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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약에 대해서는 EC조약 제10조(TEU 제4조)가 적용되어 EC법에 위반되는 내용

으로 체결해서는 안 되고, 그 이행이 EC법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어서도 안 된

다. 한편, EC조약 제307조(TFEU 제351조)789)는 EC법과 회원국이 기 체결한 제3

국과의 조세조약 간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는데, EC조약 발효(1958년) 전이나 회

원국의 EU 가입 전에 체결한 조약은 EC법보다 우선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회원

국들에게 EU 가입 후 조약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러한 불합치를 제거할 의

무를 부과한다.

   EU 회원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EU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대표

적 예로서 ‘혜택의 제한(LOB: Limitation on Benefit)' 조항의 효력 문제를 들 수 

있다. 많은 조세조약에서 조약의 혜택을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

는 남용방지(anti-abuse) 또는 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s) 조항을 두고 

있다.790) 이러한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상 EU법상 설립의 자유 원칙과 양

립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조세조약 규정이 설립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

단된 대표적인 예로는 위에서 본 Saint-Gobain 사건이 있고, 조세사건은 아니지

만 Open Skies 사건(2002년)791)은 EU법상 설립의 자유의 해석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Open Skies 사건에서 ECJ는 영국과 미국 간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792)이 EU의 다른 회원국 국민이 영국에서 항공사를 설립하거나 영국 

789) 동 조 제1문과 제2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agreements concluded before 1 January 

1958 or, for acceding States, before the date of their accession, between one or 
more Member States on the one hand, and one or more third countries on the 
other,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e Treaties.

     To the extent that such agreements are not compatible with the Treaties, the 
Member State or States concerned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liminate 
the incompatibilities established. Member States shall, where necessary, assist 
each other to this end and shall, where appropriate, adopt a common attitude.“

790) 이러한 혜택의 제한 조항은 OECD 모델 제1조의 주석서에서 다루는 ‘조약의 부적절

한 이용(Improper Use of the Convention)’에 대한 대응방식의 하나로써 동 주석서 

제20문단에 예시되어 있으며, 매우 포괄적으로 조약혜택 부인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혜택의 제한 조항을 확고한 조세조약의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

은 OECD 모델과 유사한 내용을 자국 모델에 두고 있다.   

791) Commission v. United Kingdom(C-466/98), 2002.11.5. 이 사건 이외에도 

Commission v. Denmark(C-467/98), v. Sweden(C-468/98), v. Finland(C-469/98), v. 
Belgium(C-471/98), v. Luxembourg(C-472/98), v. Austria(C-475/98), v. Germany 
(C-476/98) 등 7개의 같은 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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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를 소유․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EU법상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조세조약의 혜택의 제한(LOB) 조항과 비슷하

게 항공자유화 협정의 혜택을 체약국의 국적자가 소유하는 지정항공사

(designated airlines)로 제한한 부분이다.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이러한 차별

적 조치는 EU측 체약국이 아닌 미국의 주권적 결정으로 EU법상 설립의 자유에 

따라 금지할 수 없으며, 영국 등은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ECJ는 EU 국가들이 체결한 협정 자체에서 미국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고 있고, 영국 등 체약국들이 각각 자국 국적자들이 소유한 자국 항공사에

만 협정의 혜택을 주는 데 대해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EU법의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793) 결국 이 사건 판결 이후 EU 집행위원

회의 주도로 2008년 EU-미국 간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어 양 지역 간 지정항

공사 제도는 폐지되고, EU와 미국의 모든 국적 항공사들이 양 지역 간 자유로운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Open Skies 사건 이후로 조세조약의 LOB 조항이 EU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실제로 문제된 ACT Group Litigation 사건에서 ECJ는 선납법인세(ACT)에 

대한 배당세액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조세조약 체약국의 거주자가 모회사인 경우, 

동 회사의 자회사 거주지국이 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혜택의 제한(LOB) 규정

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의 부인은 EU법상 설립의 자유나 자본 이동의 자유에 위반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794)  

792) 이 협정은 1977년 체결되었고 1946년 미-영 Bermuda I 협정을 대체하여 Bermuda 
II 협정으로 불린다. 이 사건 당시 이러한 항공자유화협정은 미국이 개별 EU 회원국

과 체결하고 있었으나, 당해 EU 체약국의 국민들이 대주주로서 실효적인 지배를 하

는 항공사만 지정항공사로 미국과의 항공운송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과의 이러한 개별 항공협정 체제에 따라 미국 항공사에는 미국의 

어느 장소에서도 EU의 단일항공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EU의 

각 회원국은 자국과 미국 간 합의된 노선에 대해서만 자유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양 

지역 간 항공운수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보고, 미국과 양자협정을 체

결한 EU 회원국을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793) C-466/98 판결 제47-52문단 참조.

794) ECJ는 이 판결에서 조세조약의 일방체약국 법인이 타방체약국 법인에 배당을 지급

하는 경우 배당수취법인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나

머지 조항과 별개로 볼 것이 아니고 조약전체의 일체성과 균형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같은 논리가 조세조약상 배당세액공제에 대한 LOB 규정에도 적용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ECJ는 D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조세조약상 배당세액공제를 

규정한 국가의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은 같은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러

한 배당세액공제의 차이는 EU법상 설립의 자유 또는 자본 이동의 자유에 위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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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EU조약과 EU회원국-제3국 간 조세조약의 조화 문제에 대해, Mason 교

수는 미국의 관점에서 EU 전 회원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조세조약을 하나

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795) 동 교수는 이러한 다자조약의 장점으로 법률관계 성

질결정의 충돌(qualification conflicts) 및 삼국 거래(triangular cases) 문제의 완

화,796) 단순화(simplicity),797) 행정 및 납세순응 비용의 감소798)에 따른 효율성의 

증대 등을 제시한다. 

   실제로, 최근 OECD와 G20의 주도하에 가입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자

간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의 확대 동향을 보면799) 실체적인 과세권의 배분 문제에 관하여도 이러

한 다자조약으로 체결하는 방식이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닌 듯하다. 다만, EU의 

역내 회원국 간 경제력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의 입장 차이로 나타나는데, 양자조약이 아닌 다자조약에서 이러한 국별 특성을 

일일이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히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앞의 C-374/04판결(ACT Group Litigation 사건) 제

87-94문단 참조.    

795) Mason, “U.S. Tax Treaty Policy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59 Tax L. Rev. 
65, 2005, p. 56, available at ssrn.com/abtract=796966.  

796) 법률관계 성질결정의 충돌은 조세조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가 조약당사

국의 국내법상 서로 다른 경우에 발생하며(예를 들어, 파트너쉽을 원천지국에서는 

법인으로, 거주지국에서는 투시과세단체로 보는 경우), 3국 거래는 위에서 본 

Saint-Gobain 사건과 같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이 3개국에 걸쳐있는 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은 두 경우에 양자 간 조세조약체제에서는 이중과세(또는 삼중과세) 또는 이

중비과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다자간 조세조약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 이중과세 상황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Id. p. 59-65.       

797) 현재 미국이 EU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매우 복잡한 혜택의 제한(LOB) 조항을 

두고 있으나, 다자간 조세조약은 이러한 LOB가 불필요할 것이며, 단일하게 해석되

는 용어는 법적 확실성을 제고할 것이다. Id. p. 65. 

798) 정부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조세조약의 운용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

보교환과 상호합의 등에 다자간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d. p. 66. 

799) 이 협약은 OECD와 G20의 역외탈세 대응노력의 핵심 과제로, 2011년 개정 당시 불

과 20여 개국이던 서명국이 2013년 12월 현재 60여 개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

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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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U법의 2차 규범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에 관한 EU법의 2차 규범인 여러 지침(directives)과 회원국의 조세조약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ECJ는 Zythopoiia 사건800)에서 EU법의 모-자회사 지침801)

이 조세조약에 우선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 원고인 Athinaïki Zythopoiia AE는 네덜란드 Amstel International사의 

그리스 자회사로서 그리스세법의 조세특례에 따른 비과세 소득과 저세율로 과세

된 소득을 유보하고 있다가 이익을 모회사에 배당하였으나, 그리스 과세당국은 

유보 이익이 배당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세특례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과세표준에 gross-up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EU 모-자회사 지침 제5

조 제1항802)에 따라 동 세금의 환급을 주장하였는바, 여기서 쟁점은 이러한 배당

에 대한 세금이 모-자회사 지침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원천세(withholding tax)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리스는 법인세가 면제된 소득의 배당에 대한 과세는 모-자회사 지침 제7조 

제1항803)이 허용하는 선납법인세에 해당하고, 그리스-네덜란드 조세조약804)에 따

르더라도 법인 간 배당에 대한 과세권이 원천지국인 그리스에 있다고 주장하였

으나, ECJ는 ‘원천세(withholding tax)’의 의미는 국별 정의에 따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과세방법을 감안하여 EC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 과세는 배당

지급을 이유로 배당액의 규모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므로 원천세에 해당하며, 모-

자회사 지침의 배당 원천세 면제는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

다.805)  

800) Athinaïki Zythopoiia AE v Elliniko Dimosio, C-294/99(2001.10.4.).

801) 앞의 주 561 참조.

802)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ofits which a subsidiary distributed to its parent company 
shall, at least where the latter holds a minimum of 25% of the capital of the 
subsidiary, be exempt from withholding tax.”

803)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erm withholding tax as used in this Directive shall not 
cover an advance payment or prepayment (précompte) of corporation tax to the 
Member State of the subsidiary which is made in connection with a distribution 
of profits to its parent company.”

804) 동 조약 제10조 제2항은 그리스 원천의 배당소득에 대해 그리스가 35%의 제한세율

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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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차별금지 관련 EU법 해석론의 조세조약에 대한 영향 

   조세조약과 EU법은 무역과 투자의 촉진이라는 근본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EU법은 조세조약보다 넓은 범위에서 차별

금지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한다.806) 그러면 EU법의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해석론

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  

   우선, EU 회원국의 조세조약807)은 위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EU법의 하위규범에 해당하므로 양 규범의 관계에서는 EU법이 우월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적용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EU 회원국의 

법원은 조세조약 자체의 해석론에 따를 것인지 EU법의 해석론을 감안하여 조세

조약을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OECD는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의 해석론이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는 OECD의 주석서가 기

본적으로 비거주자와 거주자를 비교가능한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서 드러난

다.808) 반면에, ECJ의 판례가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해석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809)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향후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개정도 

EU법과 ECJ의 조세차별 관련 판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810)

   그러나, 우월성 문제와는 별개로,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조세조약 제24조와 

EU법은 그 자체로는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811) 어느 한 쪽이 다른 쪽

805) C-294/99 판결 제26-32문단 참조.

806) 이에 대해서는 IV.1.2.2.다.에서 다룬다. 

807) 여기서 조세조약은 회원국 간 체결된 조약과 회원국-제3국 간 체결된 조약을 모두 

포함한다. 

808) OECD 모델 제24조 주석서 제7문단 참조. 

809) 앞의 ECJ 판례 중 Delaware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810) 주로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앞의 주 762의 보고서 p. 9)와, 
Hinnekens & Hinnekens (IFA, p. 53) 등 유럽학자들이 주장한다.  

811) 앞에서 본 Saint-Gobain 사건에서도 ECJ는 독일이 미국·스위스와 체결한 조세조약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다만 비거주자인 프랑스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EU법에 따른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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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론에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달리 말하면, 문제되는 상황은 조세조약 

제24조의 규정이 EU법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느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

른 조치가 조세조약 또는 EU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이다.812) 예컨대, 어떤 국내조

치가 조세조약 제24조에 합치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가 EU법의 기준에 위배될 

수는 있다.813) 이와 같이, 차별과세 문제에 관한 조세조약과 EU법 간 해석의 차

이는 결국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EU 집행위원회 차

원에서 양 규범 간 조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다.

 바. 집행위원회의 조화 노력 

   아직 EU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에 대한 EU차원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범적 

틀은 형성되지 않았으나, 앞에서 본 EU법 규정과 ECJ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EU법은 조세조약에 우선한다. 이러한 EU법의 우위는 EU회원국 간 또는 EU회원

국-제3국 간 조세조약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D 사건에서 보듯이 

ECJ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EU법에 따른 최혜

국대우가 조세조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타협적인 판결만을 

내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는 EU법과 조세조약의 조화를 위해 이

미 1960년대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특히, 2005년 집행위원회 주

관으로 개최된 ‘EC법과 조세조약' 워크샵814)에서는 회원국 조세조약의 공동체화

(Communitization),815) 다자간 조세조약,816) EU 모델조세조약,817) 회원국에 대한 

812) Bammens, ¶ 20.2.2.

813) Id.

814) 앞의 주 762 참조.  

815) 이 안은 집행위원회의 주도로 EU 내 모든 회원국 간 조세조약을 대체하는 EU 이중

과세방지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안의 장점으로는 EU의 단일한 법적 장치를 

통해, EU 납세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절차를 단순화하며, 납세이행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d. p. 14.

816) 다자간 조세조약은 양자 조세조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3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 조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일시장의 기본적 성격을 감안하면 이

러한 다자간 조세조약이 법률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기업들이 

선호하는 안이다. Id. p. 15-16. 이에 대해, IV.2.2.2.나.에서 다시 논의한다.   

817) OECD 모델과 같이 EU 차원에서 표준 조세조약안을 마련하여 EU 회원국 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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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818) 국내법의 개정819) 등 다양한 방식으로 EU법과 조세조약의 조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화방안 중 EU 모델조세조약을 가

장 유력하고 실현이 용이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820) 또한, EU법과 EU회원국-제3

국 간 조세조약의 조화를 위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U회원국과 제3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조세조약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EU법과 조세조약의 조화에 관한 EU 차원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EU의 직접세 분야 조화 작업이 그만

큼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증이기도 하다.  

5.1.4. ECJ의 조세차별 관련 판결에 대한 평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30년간 ECJ는 수많은 조세차별

사건에서 EU법의 4대 자유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EU법의 위반

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ECJ의 사법적극주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미국과 EU의 

학계에서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데, 여기서는 미국의 비판적 시각과 EU의 긍정

적 시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비판적 시각 

   ECJ의 조세차별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은 주로 미국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비판론자라고 할 수 있는 Ruth Mason과, Michael 

Graetz 및 Alvin Warren의 주장을 소개한다. 

회원국-제3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안으로, OECD 
모델을 대체하자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조문들에 한정하여 EU법 관점에서 해석론

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Id. p. 16-17.

818) 집행위원회가 EC조약 제249조 및 211조에 따른 권고 권한에 의거하여, 가령 납세자

의 거주성과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ECJ의 판례를 집행위원회의 권고 형식으로 나타

내고, 이런 권고를 회원국들이 조세조약이나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Id. p. 17.   

819) 조세조약은 이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EC법을 감안하여 

역내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상 차별을 제거하고, 이중과세방지조항을 국내법에 도입

하자는 안이다. Id. p. 17. 

820) 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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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uth Mason의 견해821) 

 

   Mason은 조세차별 관련 사건 판단을 위한 ECJ의 접근법을 국경 간 조세상황

(cross-border tax situation)과 순수 국내적 조세상황(domestic tax situation)의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비교가능 내부상황 기준(Comparable 

Internal Situation Test: CIST)’이라고 지칭한다. Mason에 따르면, 이러한 비교가

능 내부상황 기준은 차별(discrimination)과 차이(disparity)의 구별이 없어 자의적

이고, 형식논리에 따른 기준으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822) 그 예로서 위에서 살펴 본 Biehl 사건을 들고 있다. 즉, Biehl 사건 법

원은 자동환급이 허용되는 룩셈부르크의 영주거주자(permanent resident)와 자동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단기거주자(temporary resident)를 비교대상으로 

보고, 유사한 상태의 두 납세자가 다른 대우를 받았으므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

다는 것이다.823) 

   Mason은 앞에서 본 D 사건에 대하여도 비교가능 내부상황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즉, ECJ는, 네덜란드의 조세목적상 독일 납세자와 벨기에 납세자는 각

각의 조세조약의 내용이 다르므로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네

덜란드의 부유세 제도가 차별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러한 형식주의 

법리에 따르면 내용이 다른 조세조약의 체약국 거주자들은 절대로 유사한 상황

에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다는 것이다. 

   Mason은 이러한 문제점824)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규범적 접근법(Normative 

821) Mason, 앞의 글(주 787).

822) 유럽 학자인 Santiago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그는 ECJ가 비교가능성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음에 따라, 어떤 경우가 비교가능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Santiago,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at the 
Intersection of EC and International Tax Law”, European Taxation, IBFD, May 
2009, p. 261. 

823) Mason에 따르면 국경 간 상황과 국내적 상황이 유사하다는 조건이 ECJ의 조세차별 

판결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ECJ는 상황의 비교를 위해 고려되는 조세상 특

성(attributes) - 예를 들면, 과세표준, 납세자의 경제적 활동, 원천지국의 소득비중, 
누진세율 등 - 에 대해 왜 어느 특성을 선택하고 다른 특성은 배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Mason, 앞의 글(주 787), p. 30-32. Biehl 사건

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룩셈부르크의 영주거주자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고, 
ECJ는 이를 별다른 검토 없이 인정하였다. 

824) 이와 같이, 비교가능한 상황에 대한 ECJ의 체계적 고려가 없음에 따라 결국 각 사건

의 사실관계마다 비교가능성을 따져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ECJ 간 상당한 견



- 223 -

Approach)을 주장한다. 즉, 조세차별에 관련된 상반되는 정책적 이해관계를 비교

형량하는 기준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는 이를 위한 고려요인으로 회원

국의 조세자율성(tax autonomy)과 이에 대비되는 EU통합(european integration)

의 이해관계를 제시한다. 

   먼저 조세자율성과 관련하여, 조세의 본질은 경제적 효율성과 아울러 합법적

인 정책목표 간의 정치적 선택(political choice)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정치적 

선택은 회원국마다 다르며, 그러한 선택의 결과가 서로 다른 조세제도로 나타난

다고 본다. EU의 경우 공동체 단계에서 ‘민주주의적 결함(democratic deficit)’이 

있으므로, 회원국의 조세자율성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조세자율성이 

훼손된 대표적 예로 EU회원국들이 ECJ의 부정적 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해 자국

의 주주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서둘러 폐지한 것을 들고 있다.825) 

   한편, Mason은, EU 통합의 이익은 단일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조세차별이라

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EU조약의 근본적 자유원칙에 따라 EU 국민들이 가장 

이익이 되는 곳에 투자하여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는 차별적인 

조세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대외적인 차별(discrimination against outsiders)과 대

내적인 차별("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insiders)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조

세보호주의 및 조세수출(이상 대외 차별)과, 외부인에 대한 선호 및 출국제한(이

상 대내 차별)으로 세분하여 제시하는데,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보호주의(tax protectionism)는 조세를 통해 외부인을 유사한 상황

의 내부인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826) 

   둘째, 조세수출(tax exportation)은 외국에서의 소비비중이 큰 희귀자원 채취

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외국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조세가 불균형적으

로 외부인에게 귀착되게 하는 것이다. 

해의 차이가 발생하고, 각 회원국 법원의 판결에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있다. 
Santiago, p. 261 참조. 

825) EU국가들의 주주배당세액공제 폐지의 배경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Graetz & 
Warren, p. 1208-1212 참조. 

826) Mason은 조세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Royal Bank of Scotland 사건(C-311/97, 
Royal Bank of Scotland plc v. Greece)을 든다. Mason, 앞의 글(주 787), p. 51. 동 

사건에서 ECJ는 그리스가 영국의 RBS 은행의 그리스 지점에 대해 자국에서 설립된 

은행들에 적용되는 세율(35%)보다 높은 세율(40%)을 적용하는 것이 국내은행과 같

은 상황에 있는 외국은행의 지점을 차별함으로써 EU법상 설립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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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외부인에 대한 선호(tax preferences for outsiders) 또는 역차별은 국내

로 들어오는 외부인들에게 조세혜택을 줌으로써 일종의 조세경쟁을 유발하는 것

이다. EU에서는 이런 형태의 왜곡은 유해조세경쟁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827)과 

EU조약의 국가보조금 금지 규정828)에서 규제한다. 

   넷째, 출국제한(exit and outbound restrictions)은 보호주의 조세의 상대적 측

면인데, 내국인의 대외적 거래를 순수 국내거래에 비해 불리하게 과세하는 경우

이다.  

   요컨대, Mason은 ECJ가 비교가능 내부상황 접근법의 형식주의에서 탈피하여, 

조세자율성과 EU통합이라는 정책적 이해관계에 대한 규범적 고려를 통해 판결을 

내림으로써 회원국과 납세자에게 조세차별 문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ECJ 판

결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Michael Graetz와 Alvin Warren의 견해829) 

   Graetz와 Warren은 우선 EU법의 차별금지원칙 및 ECJ의 관련 판례는 국제통

상법이나 국제조세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원칙보다 더 넓은 범위 - 즉, 외국상품

(foreign products),830) 외국생산자(foreign producer)831) 외에 외국생산(foreign 

production)832)에 대한 차별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 를 다루고 있다고 분석한

다. 

   양 교수는 ECJ의 조세차별금지 판례는 EU 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

827) EU의 경제재무장관회의(ECOFIN)은 1997년 12월 동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동 행동강령은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resources/documents/coc_en.pdf 참조.

828) TFEU 제107-109조 참조. 

829) Graetz & Warren, 앞의 글 참조. 

830) 일반적으로 GATT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국내상품에 비해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경우

는 수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례(즉, 국내상품에 대한 보조금), 국내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가속상각 또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들 수 있다. Id. p. 1195.  

831) 대체로 조세조약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원천지국이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을 국내기업

에 비해 과중하게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Id. p. 1196. 

832) 기업의 거주지국(즉, 투자자의 본국)이 동 기업의 해외원천소득을 국내원천소득보다 

과중하게 과세하는 경우로, 이는 GATT나 조세조약에서 다루지 않으며, ECJ의 판례

에서만 다루어진다. Id. p.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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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수출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과 자본수입중립

성(capital import neutrality)이라는 두 개의 양립불가능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

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833)

   또한 ECJ의 적극적 판결은 EU 회원국들이 유럽 차원의 소득세제 입법에 관하

여 보유한 거부권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회원국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제한함으로써, 경기침체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세정책 수단을 활용하

여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834) 특히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없는 유로권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 교수에 따르면, EU는 직접세 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ECJ의 판결을 통해 회원국의 조세정책에 대한 제한을 계속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직접세 조화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므로835) 

ECJ의 사법적 자제를 통해 회원국의 조세분야 재량권을 인정하고, 보호주의적 조

세제도의 방지에 초점을 두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양 교수는 ECJ의 차별금지원칙 관련 판례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

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을 두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ECJ의 차별금지 관련 

요건이 유사한 이슈를 다루는 미국 대법원이나 미국의 조세조약 해석론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ECJ의 해석론을 수

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회원국이 제3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혜택

의 제한(LOB: Limitation on Benefits) 조항 관련, Open Skies 사건에서 ECJ가 EU

국가와 미국 간 항공자유화 협정상 국적 조항의 EU조약 위반 가능성을 지적함에 

따라, EU회원국이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836) 

833) 자본수출중립성과 자본수입중립성에 대해서는 IV.2.1.2.가.에서 다룬다. 

834) 예를 들어, 설비 또는 연구개발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 혜택을 부

여한다면, EU법의 자본이동의 자유 또는 설립의 자유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Id. p. 1125-1126 

835) 양 교수는 또한 직접세율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 회원국 경제규모의 차

이, 정부의 규모에 대한 선호의 차이, 경제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유인 활용정

도의 차이를 감안하면 과연 그러한 조화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Id. p. 
1231.   

836) 양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과 EU 회원국 전체 간 체

결되는 다자간 조세조약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Id. p.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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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긍정적 시각 

   미국 학자들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조세차별에 관한 ECJ 판결에 대한 옹호 

내지 긍정적 평가는 주로 유럽 학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견해를 여기에 소개한다. 

 1) Frans Vanistendael의 견해837) 

   Vanistendael 교수는 ECJ의 직접세 판결에 대한 비판을 점검하고, 이러한 비

판에 대해 반박하면서 ECJ가 더 많은 판례를 축적하면서 정당성을 회복할 것으

로 전망한다.  

   첫째, ECJ의 판례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우선, 비판론자들

이 ECJ의 속지주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은 대표적 예로서 드는 Marks 

& Spencer 사건에 대해, 그는 동 사건의 경우 외국 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

권이 없으면 외국 자회사의 손금에 대한 공제의무도 없다는 점을 ECJ가 확인하

였음을 먼저 지적한다. 그러나, ECJ는 외국 자회사가 손금을 인정받을 모든 방법

을 다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모회사 

거주지국에서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근본적인 

자유에 근거한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Marks & Spencer 사건과 같이 회원국들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조세상 차별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ECJ가 판단한 경우, 회원국들이 

납세자들에게 과세권을 행사한 것처럼 취급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원래 존

재하지 않는 새로운 권리를 부여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동 교수는 

회원국들의 과세주권이란 것은 EU의 단일시장의 설립 또는 기능과 관련된 경우

에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원국 간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상

에 들어가도록 규정한 EC조약 제293조 역시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분야를 EU조

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carve out)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회원국들에게 이중과세

방지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838) 또

837) Vanistendael, 앞의 글 참조.

838) 이와 관련, 동 교수는 Saint-Gobain 사건을 언급하면서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조세

조약의 경우,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도 거주자와 같은 조

약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판단은 설립의 자유가 국제조세의 기본원칙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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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에 의해 당선되지 않은 ECJ 재판관들이 판결을 통해 법을 창출하는 행위

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내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의 재판관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그는 ECJ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유경쟁이 보장

되는 단일시장의 이상과 회원국의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자율성이 적정한 균형점

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위해 회원국들의 경쟁

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자본노동수입중립성(CLIN)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다. 

   마지막으로 그는, ECJ의 임무는 다른 국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결국 

EU조약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영미법이 수백 년의 역사를 거쳐 판례법을 형성했

듯이 ECJ도 더 많은 판례를 축적하면서 판례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Tom O'Shea의 견해839) 

   O'Shea는 ECJ의 직접세 관련 판결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반론을 제기한

다. 그는 대부분의 ECJ 판결은 회원국의 세법규정이 EU법의 근본적 자유를 침해

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주지국(origin state) 상황과 원천지

국(host state) 상황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비교대상(comparator)을 분석한다. 

즉, 아래 도해와 같이 거주지국의 세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주지국의 국민이 근

본적 자유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며(거주지국 상황), 원천지국의 세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 원천지국에서 근본적 자유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원천지국 상황).  

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Id. p. 94.

839) O'Shea, “European Tax Controversies: A British-Dutch Debate: Back to Basics and 
Is the ECJ Consistent?”, World Tax Journal, IBFD, Februar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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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 거주지국 상황과 원천지국 상황

        

    거주지국 상황  
   : 국내세법에서 
     문제 발생  

    원천지국 상황
   : 국내세법에서 
     문제 발생

 거주지국 국민이 근본적
 자유 또는 EU시민권을 
 행사 

 EU국민이 원천지국에서 
 근본적 자유를 행사 

   첫째, 거주지국 상황과 관련, 비교대상은 근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거주지국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으로서, 이 경우는 내국민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거주지

국의 세법규정이 근본적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거주지국 법인이 다른 회원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비교대상은 거

주지국 법인이 자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다. 

   둘째, 원천지국 상황과 관련, 비교대상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외국인)과 원천

지국의 국민이며, 외국인이 국적에 근거하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원천지국 국

민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직접적 차별), 외국인이 국적에 근거하여 간

접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간접적 차별) 및 외국인의 근본적 자유가 제

한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O'Shea는 많은 학자들이 ECJ 판례의 일관성 문제를 비판할 때, 거주지국 상

황에 원천지국의 입장이나 상황을 적용하거나, 원천지국 상황에 거주지국의 입장

이나 상황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양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면 

ECJ 판결의 일관성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다. 평가 

   회원국들은 국가의 입장을 갖고, ECJ는 단일시장의 입장을 갖는다.840) 이렇게 

본다면, ECJ는 조세차별 사건을 다룸에 있어 EU조약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840) Van Crombrugge, p.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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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841) 비록 사법부 고유의 특성상 사건

이 있는 경우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는 '소극적 통합(negative integration)' 방

식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차별금지원칙 해석에 있어 ECJ 판결의 영향력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ECJ의 사법적극주의가 회원국의 조세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EU 회원국의 조세조치에 대한 ECJ의 사법심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제안이 EU 헌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나오기도 하였으나, 단일시장 및 통합의 완

성에 ECJ가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채택되지는 않았다.842)

   대체로 ECJ 판결의 지지자들은 EU 역내시장의 설립을 위한 근본적 자유의 중

요성을 중시하는 반면, ECJ 판결의 비판자들은 회원국들의 조세주권을 중시한다

고 볼 수 있다.843) 결국 ECJ의 조세차별 관련 판결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EU에서 단일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개별국가의 

조세주권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돌아온다. 아직 유럽

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의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EU로서는 이미 

200여 년 전부터 여러 주가 모여 연방국가를 형성한 미국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 5.2.에서는 보충적으로 미국의 연방체제와 조세차별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EU의 조세차별에 대한 접근법과 비교하여 본다. 

5.1.5.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EU라는 경제통합체에서 차별과세의 금지 문제를 다루었

다. 위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1958년 로마조약 이후 꾸준히 정치경제적 통합의 길을 걸어왔으

나, 조세부문만큼은 부가가치세 및 일부 직접세 관련 지침을 제외하고 EU 전체

를 아우르는 법규범이 없고 개별 회원국의 조세법이 여전히 강한 효력을 갖고 

841) Van Thiel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나 회원국들이 EU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직

접세 조화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민간부문인 납세자들이 EU법 위반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ECJ가 ‘소극적 통합’ 기능을 담당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Van Thiel, “The 
Direct Income Tax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Past Trends and 
Future Developments”, 62 Tax L. Rev. 143, 2008, p. 192. 

842) Mason, “Common Markets, Common Tax Problems”, Florida Tax Review, Vol. 8, 

2007, p. 608.

843) Dürrschmidt,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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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의사결정에서 컨센서스를 따르는 EU의 정치경제적 구조하에서 ECJ는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인 4대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역내 단일시장의 유지

와 발전에 장애가 되는 많은 회원국의 차별과세 법령 및 조치를 EU법 위반으로 

판단함으로써 EU 조세법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차별과세 금지에 관한 EU 조세

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EU법의 4대 자유를 일반화하면 회원국 간 통상에 대한 차별금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순수한 국내적 상황과 비교하여 국경을 넘는 상황을 불리하게 취급해

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2) 직접세는 회원국의 권한범위 내에 있지만 그 권한의 행사는 EU법에 합치

되어야 한다.

   3) 4대 자유에 대한 제한이 예외적으로 EU법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어느 세

법 또는 과세조치가 공공의 이익으로 정당화되고, 법의 목적달성에 적합하며, 목

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셋째, EU법과 조세조약의 관계를 보면, ECJ는 Saint-Gobain 사건에서 설립의 

자유에 따른 내국민대우가 조세조약의 규정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고, D 사건에

서 EU법의 해석상 최혜국대우는 회원국 간 조세조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한편,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조세조약 제24조와 EU법은 별개로 존재하

고, 다만 어느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른 조치가 조세조약 또는 EU법에 위반되는

지가 문제된다. 

5.2. 차별과세의 금지에 관한 EU법과 미국법의 비교

   미국은 50개 州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연방국가이다. 2012년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5,685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5.3%, 즉 4분의 1을 차

지한다.844) 달리 말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정치경제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도 건국 초기에 연방을 설립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 연방설립의 주요 동기 중의 하나가 경제적 통

합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美合衆國(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1787년 관세장벽과 기타 경제적 보복이라는 형태의 상호 질시와 공격에 대한 해

844)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gd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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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으로서 건설되었고, 미국 헌법은 연방과 주에 이중 주권(dual sovereignty)을 

부여하며, 주의 독자적인 과세권을 인정한다.845) 이에 따라 미국의 조세조약에서

도 일반적으로 州稅(state tax)는 대상조세에서 제외된다.846)  

   아래에서는 미국 헌법과 州의 차별과세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

고, 이를 EU법의 차별과세 관련 판례와 비교하여, EU와 미국이 비슷한 경제통합

체로서 역내의 조세차별이라는 공통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본다. 

5.2.1. 미국 헌법과 주의 조세차별 관련 사례 

   1871년에 주의 차별적 조세조치에 대한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결(Ward v. 

Maryland, 79 U.S. 418)847)이 나온 이후 미국에서는 州 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대한 조세 문제를 다룬 판례가 많이 나왔다.848). 

   미국에서 주의 조세차별(State Tax Discrimination)849)과 관련하여 납세자들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이며 또한 실제 연방대법원에서 적용해 왔던 주요 

헌법조항은 통상조항(Commerce Clause), 특권면제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 및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이다.850) 아래에서는 이들 조항

의 내용 및 주의 조세차별 관련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851)

845) Kaye, p. 2.

846) 미국 모델(2006년) 제2조 제1항은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라고 하여, OECD 모델과 달리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당국(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ies)의 조세는 조약의 적용대상에 포함되

어 있지 않다. 다만,  미국 모델의 차별금지조항(제24조 제7항)은 그 적용대상에 정

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의 조세를 포함하고 있다.  

847) 동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메릴랜드주가 비거주자인 무역상에게 더 높은 인가료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의 특권면제 조항과 통상조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848) Kaye, p. 6.

849) 5.2.에서 다루는 조세는 이 논문의 기본적 연구대상인 직접세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의 주가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850) Id. p. 23-24; Graetz & Warren, p. 1236. 

851) 사실 미국의 연방과 주의 조세관할권 문제와 주의 조세차별 문제는 그 자체로 “미
국의 경제통합과 조세”라는 큰 연구주제에 해당하며 이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어선

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 헌법과 주의 조세차별 관련 해석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EU의 조세차별 판례와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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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통상조항(Commerce Clause)과 관련 사례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은 의회가 외국과의 통상과 여러 주 간 통상을 규율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며,852) 이를 일반적으로 통상조항으로 부른다. 이 통상조

항은 미국 헌법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기능을 하는데, 첫째, 주 간 통상에 대한 

주의 제한에서 벗어난 국가적 경제연합을 유지하는 것과, 둘째, 이와 같이 국가

의 분열을 초래하는 주 간 상호장벽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통합을 이룩

하는 것이다.853) 이 조항은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을 모두 갖는다. 적극

적인 측면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측면은 연방의회가 입법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의 입법이 주 간 통상

을 차별적으로 다루거나 주 간 통상에 부당하게 부담을 가하는 경우, 그러한 주

의 입법은 잠재적 통상조항(dormant commerce clause)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

다.854) 조세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서는 이 잠재적 통상조항이 주로 적용되며, 이

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827년 Marshall 대법관은 Brown v. Maryland 사건855)에서 주의 과세조

치가 주 간 통상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의 통상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State Freight Tax 사건(1873년)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최초로 통상조

항은 그 자체로서 주 간 통상에 대한 주의 과세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수립하

였는바, 그 이후 거의 100년간 이러한 형식주의(formal rule)가 통상조항의 해석

론을 지배하였다.856)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주의는 주 간 통상에 간접적으로 부

담을 주는 조세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의적이거나 예측불가능한 경우라도 통상조

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Complete Auto 사

852)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853) Redlich et al, Understanding Constitutional Law, Lexis (2nd ed.). 1999, p. 118.

854) Id. p. 117. 이런 의미에서 잠재적 통상조항을 소극적 통상조항(negative commerce 
clause)이라고도 한다. 

855) 25 U.S. 419.

856) Kaye, p. 31. State Freight Tax 사건은 펜실베니아주에서 운행하는 모든 화물에 대

한 과세는 주 간 통상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와 같이 

주가 주 간 통상에 대하여 직접적인 과세를 못한다는 원칙을 형식주의(Formal Rule)
라고 부른다.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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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1977년)857)에서 통상조항 위반의 기준으로 조세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하는 기

능적 기준 4가지로 대체된다.858) 즉, 주의 어느 조세조치가 이 4가지 기준을 모

두 충족시켜야 통상조항에 합치하는데, 그것은 첫째, 과세대상 행위가 과세하는 

주와 충분한 연결성(substantial nexus)을 가질 것, 둘째, 주 내에서의 활동을 반

영하여 조세가 공평하게 부과될(fairly apportioned) 것, 셋째, 조세가 주 간 통상

에 대해 차별하지 않을 것, 넷째, 조세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혜택과 관련이 있

을 것 등이다.859)

   이에 따라, 주 간 통상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Boston Stock Exchange 사건(1977년)860)에서는 주 내 거래에 직

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주 간 통상을 차별하는 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861) 그 이후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 사건(1987

857) Complete Auto Transit, Inc. v. Brady, 430 U.S. 274. 

858) Kaye, p. 31. 

859) Complete Auto 사건의 원고는 미시간주의 자동차 운송회사로 GM사의 완성된 자동

차를 미시시피주의 자동차딜러들에게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미시시

피주의 세법은 미시시피주 내에서 운송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그 매출액 또는 

총소득액의 5%를 매출세로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미시시피주의 세법이 주 

간 통상에 대한 과세로서 헌법상 통상조항에서 금지하는 주 간 통상의 특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주 간 통상

의 특권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른바 Spector Rule의 형식주의에 기반하였다) 
반면, 미시시피주는, 헌법의 통상조항의 취지는 주 간 통상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해 

주의 정당한 조세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전의 일부 대법원 판례

에서 나타난 조세의 실질효과를 기준으로 한 고려사항 4가지를 제시하였고, 대법원

은 Spector rule의 형식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기존 판례

를 변경하고 미시시피주의 세법은 주 간 통상에 대한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로서 통

상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860) Boston Stock Exch. v. State Tax Comm'n, 429 U.S. 318.

861)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1968년 뉴욕주의 개정 증권거래세법이다. 당시 뉴욕주는 

보스턴 등 다른 6개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증권거래와 관련한 매매, 매매계약, 매매

의향서, 주권의 전달 또는 이전 등 증권거래의 어느 행위가 뉴욕주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주당 매매가액과 주식 수에 따라 증권거래세(transfer tax on securities 
transactions)를 매기고 있었는데, 뉴욕주는 이러한 증권거래세가 다른 증권거래소에 

비해 뉴욕 거래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동 세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가 

주내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증권의 이전이 다른 주에서 발생하더라도 법정 세액의 

50%를 경감해 주고, 거주자·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뉴욕에서 매매가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350불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뉴욕의 증권업을 다

른 주와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세계금융센터로서의 뉴욕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하였

다. 보스턴 등 6개 증권거래소는 이러한 뉴욕주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이 뉴욕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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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862)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트럭 중 다른 주에 등록된 트

럭에 매사추세츠주에 등록된 트럭보다 사실상 더 과중한 부담863)을 지우는 단일

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통상조항의 위반으로 판시하였다.

   가장 최근의 통상조항 관련 판례로 유명한 Cuno 사건(2004)864)에서는 오하이

오주의 Toledo시가 DaimlerChrysler사의 현지 자동차공장 투자확대를 위하여 제

공한 조세감면제도의 통상조항 위반여부를 다루었다. 1998년 Toledo시는 피고 

DaimlerChrysler사와의 계약을 통해 동 자동차회사의 공장증설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및 법인특권세(corporate franchise tax)865)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약 2억

8천만불 상당의 조세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인 Cuno 등 Toledo의 

일부 납세자들은 그러한 조세감면이 연방헌법의 통상조항 등에 위반된다고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인 북부오하이오 연방지방법원은 이 사건 오하이오주 내에서의 활동 

증가로 조세감면금액이 증가하겠지만, 다른 주에서의 활동 증가가 있더라도 이러

한 조세감면금액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주 간 통상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고, 따라서 오하이오주의 조세감면제도는 통상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866) 

의 증권 매매에 비해 뉴욕주 외의 증권매매를 차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헌법의 통

상조항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동 세법개정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

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차별적 조치라는 뉴욕주의 주장을 배척하고, 동 세법개정은 

다른 지역 증권거래소의 매매거래를 감소시켜 뉴욕증권거래소의 매매증가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거래자들의 조세중립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이웃 주의 거래에 대해 

차별적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통상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862) Am. Trucking Ass'ns, Inc. v. Schneider, 483 U.S. 266.

863)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매사추세츠의 조세는 주 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일정 규모 이

상의 트럭에 대해 1980. 8월-1983. 3월 간 25불의 표시수수료(marker fee)를, 1982
년에는 36불의 차축세(axle tax)를 차축의 개수에 따라 부과하였다. 그러나, 매사추세

츠주는 주에 등록된 트럭의 경우 표시수수료는 자동차 등록세(registration fee)에 포

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차축세는 자동차 등록세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단

일세이기는 하나 사실상 다른 주 등록 트럭이 매사추세츠주 등록 트럭에 비해 과중

한 세금부담을 지는 결과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의 자유에 대한 재정적 장벽이라고 

보았다.   

864) Cuno v. DaimlerChrysler, Inc., 386 F.3d 738 (6th Cir. 2004).

865) 오하이오주의 법인특권세는 주와 연관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주 

내 또는 주 외 법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는 다른 세목이다.  

866) Cuno, et al. v. DaimlerChrysler, Inc., et al., 154, F.Supp.2d 119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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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6연방항소법원은 오하이오주의 투자세액공제 및 재산세

면제가 헌법의 통상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867) 우선 항소법원은 오하이

오주의 투자세액공제가 기존에 주 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의 경우 주 외에 

대한 투자를 주 내 투자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고, 오하이오주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주 내에서만 증설투자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주 간 경제활동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그 면제의 조건이 재산의 

사용 또는 장소에 관련되는 정도로서, 이러한 조건만으로는 주 간 통상을 저해하

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대

법원은 연방법원의 판결을 위한 원고의 당사자적격(standing)을 충족하지 못하였

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868) 만약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인용되었다면 미국 

내 많은 주들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주 내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들의 효력이 문

제 되었을 것이며, 당시 일부 미국 학자들은 이러한 결과는 ECJ 판결에 따라 EU

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미국도 빠져들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869)

 나. 특권면제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과 관련 사례 

   미국 헌법 제4조 제2항1호d의 특권면제조항870)은 어느 주가 기본적 시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다른 주의 시민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행

의 자유도 이러한 권리에서 도출된다.871) 이 조항은 어느 주가 주의 시민에게 부

여하는 어떠한 권리 또는 그에 대한 제한에 대해 다른 주의 시민에게도 같은 정

867) 이 사건에서 원고는 헌법의 통상조항 외에도 오하이오 주 헌법의 평등조항 위반도 

주장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이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868) DaimlerChrysler Corp. v. Cuno, 547 U.S. 332 (2006). 

869) Graetz & Warren, p. 1244. 반면, Avi-Yonah 교수는 미국 대법원이 Cuno 사건을 

인용한다면 주 간 조세경쟁의 제한을 위한 미국 의회의 논의가 개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동 교수의 2005. 11. 15.자 논문은 대법원의 

판결 전에 나온 것이다). Avi-Yonah, “Passport to Toledo: Cuno, the WTO and the 
ECJ”, p. 13, available at ssrn.com/abstract=848324. 

870)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Citizens of each State shall be entitled to all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in the several States.” 법인과 외국인은 “시민”이 아니므로 특권면제 조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871) http://en.wikipedia.org/wiki/Privileges_and_Immunities_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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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872)

   특권면제조항이 비거주자에 대한 주의 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에

서 처음 다루어진 사건은 1920년 Shaffer 사건873)과 Travis 사건874)인데 같은 날 

나온 양 판결이 향후 판결에 대한 선례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

다.875) 그 이후 Toomer 사건876)에서는 특권면제 조항 위반여부의 기준으로 주가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상당한 이유(substantial reason)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877) 이러한 기준은 Austin 사건(1975)878)에 적용되어, 

대법원은 뉴햄프셔주로 통근하는 비거주자 중 주 내 원천소득이 2천불을 초과하

는 경우 뉴햄프셔주의 4% 소득세 과세에 대해, 동 조세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

되는 것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권면제조항의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879)

872) Redlich et al, p. 137. 

873) Shaffer v. Carter, 252 U.S. 37(1920). 이 사건에서 일리노이주 거주자인 원고는 오클

라호마주 내에 자신의 석유사업지분을 두고 있었는데 오클라호마주가 주 내에서 발

생한 자신의 석유사업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오클라호마주 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은데 대해 특권면제 조항 위반을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오클라호마주가 비거주자를 동일한 상황에 있는 거주자보다 사실상 더 과중하게 과

세하지 않는 한 비거주자에 대한 차별과세 문제는 없으며, 비용공제의 경우에도 비

거주자는 주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주 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874) Travis v. Yale & Towne Mfg. Co., 252 U.S. 60. 이 사건은 뉴욕주의 거주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의 인적공제 혜택을 비거주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권면제 조

항의 위반인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다른 주가 상호주의에 의해 뉴욕주 거주자들

에게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경우 뉴욕주가 비거주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

만으로는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뉴욕주 세법이 특권면제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875) Kaye, p. 36.

876) Toomer v. Witsell, 334 U.S. 385.

877) Kaye, p. 27. 당시 대법원은 단지 다른 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차별의 상당

한 이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Toomer 판결 p. 
396.

878) 420 U.S. 656(1975). 

879) 당시 뉴햄프셔주의 세법은 거주자의 주 외 근로소득에 대해서 4%의 소득세율로 과

세토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모든 경우에 면세되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거주자의 

주 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뉴햄프셔주는 비거주자의 거주지주에

서 뉴햄프셔주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면(거주지주의 세율이 4% 이하인 경우 뉴

햄프셔주는 이와 같은 세율로 비거주자에 대해 과세하였다),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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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세에 대한 차별대우 관련 비교적 최근에 나온 미국 대법원 판결로서 

주목할 것은 Lunding 사건880)이다. 코네티컷주의 거주자인 원고 Lunding은 이혼

한 전 부인에게 지급하는 위자료(alimony)를 자신의 전체소득에서 뉴욕 주에서 

번 소득881)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뉴욕주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으려고 하였으나, 

뉴욕주 과세당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비거주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공

제를 부인하는 뉴욕주의 세법규정이 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함으로써 미

국 헌법상 특권면제조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비

거주자에 대한 뉴욕주의 과세가 뉴욕주 원천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소득공제 역시 

뉴욕주 원천소득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고,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뉴욕주의 차별조치에 상당한 정

당성(substantial justification)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특권면제조항의 의의와 

위자료의 개인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특권면제조항의 취지는 각 주의 시민들이 다른 주에서 그 주

의 시민들이 갖는 혜택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과중한 조세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882) 

   둘째, 뉴욕주는 당해 위자료가 뉴욕주와 관계없는 원고의 개인생활에서 발생

하는 비용이므로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뉴욕

주 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자료는 성격상 구분된다고 하면서, 위자료

는 개인의 전반적인 소득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비거주자의 주 내 원천소득에만 과세한다는 것이 이 사

건 뉴욕주의 세법과 같이 위자료에 대한 손금인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비거주자에게 차별적인 과세를 규정하는 주의 세법은 그 

효과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거주자라는 이유 외에 상당한 정당화 사유에 기반을 

실제로 더 과중한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어느 주의 비거주자에 

대한 법적 대우의 합헌 여부가 비거주자의 거주지주의 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어떤 주도 미국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다른 주와의 관계를 고려하

여 포기할 수는(barter away)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880) Lunding v. New York Tax Appeals Tribunal, 522 U.S. 287(1998).

881) 이 소득은 Lunding이 뉴욕주에서 변호사활동으로 번 소득이다. 522 U.S. 287, 293

882) 더 구체적으로는 비거주자의 위자료 지급여부에 따라 유사한 상황의 거주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평등 대우원칙(rule of substantial 
equality treatment)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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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과 관련 사례 

   평등보호조항은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어떤 

주도 그 관할권 하에 있는 인에게 법 앞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

이 핵심 개념이다.883) 이 조항은 앞서 본 특권면제조항과는 달리 법인에게도 적

용되며,884) 같은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인들에 대해 주에 의한 차별적 조치를 금

지함으로써 시민권의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885) 일반적으로 이 조

항의 위반여부는 어느 주가 일정한 부류의 인에 대해 어떤 행위를 허용하고, 다

른 인들에 대해서는 같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되며, 대법원은 분류

의 유형과 그에 따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하여 왔다.886)

   평등보호조항이 조세 문제에 적용된 경우에는, Nordlinger 사건887)과 같이 주

가 합법적인 주의 목적(legitimate state purpose)을 위하여 주의 관할권 하에 있

는 인들에 대해 합리적인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기본 

입장이다.888)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 평등보호조항만을 근거로 주의 세법을 무

883) 원문과 비공식 번역문(저자)은 다음과 같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미
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인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

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제를 축소하는 법을 만들

거나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어떤 주도 적법절차 없이 어느 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해서는 아니 되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인에게 법 앞의 평등한 보

호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884) Kaye, p. 28. 평등보호조항의 ‘인’이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는 Santa Clara County v. Southern Pacific Railroad 사건(118 U.S. 394)이다. 
Id.

885) http://www.law.cornell.edu/wex/equal_protection.

886) Id.

887) Nordlinger v. Hahn, 505 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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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화시킨 경우는 드물고, 입법자들은 세법에 의한 분류나 구별에 있어 넓은 재량

을 부여받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889) 예외적인 경우로서, 주 간 거래에 있어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의 비거주자인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합

법적인 이유가 없는 편협한 차별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890)

 라. 평가 

   미국은 경제적 통합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미 19세기부터 주의 

차별적 조세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주의 조세차별에 대한 미국헌법의 통상조항․특권면제조항 및 평등보호조

항 관련 개별 판례들이 차별여부 판단에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의 차별과세 관련 판례들은 대법원 스스로도 논

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 적이 있고, ‘서부시대와 같은 무질서(a sort of wild 

west quality)’와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891) 이러한 논란과 혼선은 미국이

라는 연방체제하에서도 주의 조세관할권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

제라는 점을 시사하며, 이런 경향은 회원국의 조세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적 

888) Kaye p. 29. Nordlinger 사건에서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주민사회의 보존을 위하

여 부동산 소유권의 빈번한 이전에 대한 차별적 세율적용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주

를 신 소유주에 비하여 재산세 과세상 우대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

건에서 문제가 된 조치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 주민들의 입법발의 13(Proposition 13)으
로 채택된 주 헌법 제13A조에 따른 것이며, 재산세 부과에 있어 과거 특정 시점

(1975년-1976년 과세연도)의 과세가격 또는 그 이후 취득, 신축 또는 양도의 경우 

그 시점의 감정가격(appraised value)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의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원고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한 경우로서, 같은 

가격의 이웃 주택을 소유한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보다 자신에게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게 설정되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보호원칙의 위반이라 주장한 

것이다.    

889) Kaye, p. 29. 

890) Southern Railway 사건(Southern R.R. Co. V. Greene, 216 U.S. 400, 1910년)은 알라

바마주에서 인가되지 않은 철도회사에 대해 더 높은 종가세를 부과하는 알라바마주 

법이 주 내 회사에 비해 비거주자인 회사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하

였다. 아울러, Metro Life 보험 사건(Metro. Life Ins. Co. v. Ward, 470 U.S. 869, 
1985)에서도 주 내의 보험회사를 주 밖에 있는 보험회사보다 고율로 과세하는 알라

바마주 법을 무효로 판단하였다. Id. 주 239 참조.

891) Id.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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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내리고 있는 EU와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5.2.2. 조세차별에 관한 EU와 미국의 접근방법 비교 

   EU와 미국은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단계를 실현하고 있으나, 통치

구조, 법원의 역할, 조세관할권, 역내 조세조화 또는 차별, 법인세 과세표준, 보조

금 허용여부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런 요인들을 

중심으로 역내 조세차별 문제에 관한 양 지역의 접근방법을 비교하고,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가. 통치구조의 차이

   우선 미국과 EU를 정치경제적 통합체라고 할 때는 둘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

나, 구체적으로 보면 양 지역의 정치구조와 통합의 정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

다.892) 미국은 단일국가로서 통합된 정치체제와 강력한 연방정부(중앙정부)가 있

는 반면, EU는 독립된 28개 국가와 국민의 결합체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약하

다.893) 즉, EU의 경우 중앙정부는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기관들은 권한부여의 원칙894) 및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895) 등에 따라 EU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관별로 정해진 권한을 행사

한다. 특히, EU의 이사회는 EU 정책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기관이면서도 이

사회의 특성상 각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EU 전체적 시각에서 중앙

정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의 역할을 보아도, 미국 

의회는 주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주의 조세체제에 개

입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896) 반면, EU 의회는 최근 EU조약 개정으로 EU 이사회

892) Mason, 앞의 글(주 842), p. 601.

893) Id. p. 602. EU의 경우 회원국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는 EU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의 의장인 EU 대통령이 리스본 조약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만장

일치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그의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 비할 바가 못 된다. 

894) 앞의 주 540 참조. 

895) 앞의 주 554 참조.

896) Kaye, p. 15.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어느 주가 前 거주자의 퇴직소득과 연금소득

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1995년 주의 연금소득세법(State Tax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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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으로 법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여전히 법안의 제출권은 갖

고 있지 않으므로 여느 국가의 국회와 비교하기는 힘들다.897) 

 나. 법원의 역할의 차이

   EU와 미국의 사법부는 특히 조세분야에 대한 판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ECJ는 EU법의 해석을 통해 EU법의 근본목적인 단일시장의 유지와 발전을 

추구하며, 특히 조세분야에서 많은 판례를 통해 회원국의 조세차별이 EU법의 4

대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ECJ는 차별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 조세

분야도 다른 분야와 같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898) 

   반면, 미국 대법원은 헌법의 통상조항, 평등보호조항 및 특권면제조항을 근거

로 조세차별 관련 판례를 축적하였으나, EU에 비해 주와 관련한 조세사건이 사

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다.899)   

 다. 조세관할권의 차이

   우선 중앙정부의 조세관할권을 보면, EU는 일정률의 부가가치세 세수와 회원

국으로부터의 이전지급 외에는 조세에 관한 권한이 없고, 회원국들이 각자 조세

관할권을 갖는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의 조세관할권과 별도로 헌법 제1조 제8

항에서 연방정부의 조세관할권을 명시하고 있고,900) 연간 연방정부의 세수는 모

Pension Income Act)을 들 수 있다. Id.

897) 전통적으로 유럽의회 권한의 실질은 상대적으로 약하였으나, 2007년 리스본 조약에

서 채택된 보통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에 따라 이사회와 공동으로 

법률안을 최종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예산분야에서는 예산안의 확정에 동의

권을 행사한다. 유럽의회는 국별로 배분된 의원 정수에 따라 5년마다 선거로 선출된

다. 

898) Id. p. 41.

899) 미국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을 선택적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조세

사건을 다루는 것은 특히 드물다. Mason, 앞의 글(주 842), p. 610. 

900) 동 조문은 다음과 같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form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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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주의 세수의 2배에 해당한다.901)

   한편, 양 지역은 모두 단일시장으로서 수평적 연방주의(horizontal federalism)

의 문제가 있는데, 조세분야에서는 회원국 간 또는 주 간 거래를 회원국 내 또는 

주 내 거래와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같다.902) 

또한, 조세조약의 체결권한과 관련, EU는 각 회원국이 조세조약 체결권한을 행사

하며,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조세조약 체결권한을 행사한다.903)

 라. 역내 조세차별 관련 판례 

   위에서 수평적 연방주의가 조세에 적용되는 경우 양 지역은 모두 역내 조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EU 내 조세차별의 경우 EU조약의 4대 자

유가 적용되며, 미국은 헌법의 통상조항, 평등보호조항 및 특권면제조항이 적용

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세차별에 관한 ECJ와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양쪽 모두 조세차

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904) 이는 구체적으로 국내

(또는 주 내) 상황과 국경 간(또는 주 간) 상황의 비교가능성 또는 유사성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이런 관점에서 양쪽 법원 모두 조세

차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예측가능하며, 명료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905)

 마. 법인세 과세표준의 조화 

   EU의 경우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각 납세자가 각 회원국의 세법

에 따라 과세소득을 신고하며, 개별 세법의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복이나 누

락 및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에 따른 이중비과세나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긴다.906) 

901) Id. p. 602.

902) Id. p. 603.

903) 이는 수직적 연방주의(vertical federalism)의 문제이다. 한편, 미국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서 주세가 제외되는 것은 주의 조세관할권을 그만큼 존중하기 때문이다. 

904) Id. p. 605.

905) Id. p. 611.

906) Id. p.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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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에 대해 아직 EU 차원의 조화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EU 집행위원

회로부터 공통법인세과세표준안(proposed common consolidated tax base)이 제

안되어 있으나,907) 조세자율성 문제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다양하여 논

의의 진전은 별로 없는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EU보다는 사정이 나은데, 그 주된 이유는 주의 사업소득 과세는 

연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908) 그럼에도 여전히 주의 과

세표준의 부조화문제는 존재한다.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이 여러 주에 걸쳐 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 동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각 주가 자체적인 배분공식

(apportionment formula)에 따라 과세소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배분공식의 기

준은 주별로 기업의 자산(property), 임금(payroll), 매출(sales)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

다.909) 이와 관련, Mason 교수는 EU와 미국 모두 이러한 과세표준의 부조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결로는 한계가 있고,910) EU 또는 미국 연방정

부 차원의 입법, 또는 회원국이나 주정부 간 협력으로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

다.911) 

 바. 보조금 허용여부

907)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1960년대부터 완전한 공동시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법인세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화를 추

진해 왔으나, 이사회의 논의에서 각 회원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조화의 목표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두고 2001년 이를 제안

하였다. Graetz & Warren, p. 1227-1228. 집행위원회의 동 제안은 앞의 주 759 참

조. 

908) Mason, 앞의 글(주 842), p. 612.

909) Id. p. 613.

910) 실제로 미국 대법원은 1978년 Moorman 사건(MOORMAN MFG. CO. v. BAIR, 437 
U.S. 267)에서 45개 주 중에서 44개 주가 모두 매출, 재산 및 임금을 배분공식의 기

준으로 채택한데 비해 아이오와주가 유일하게 매출액을 배분공식의 기준으로 채택

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차별이 아닌 세법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면서 

헌법상 통상조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U의 경우도, III.5.1.2.마.에서 본 

Kerckhaert & Morres 사건에서 ECJ는 회원국이 각각 조세주권을 행사하여 발생하

는 부득이한 결과인 이중과세 문제를 EU법상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시하

였다.    

911) Id. p.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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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U 미국 

의회의 

권한

  약함(입법권을 이사회와 

  공동으로 행사)

  강함(주 관련 조세입법에

  적극적)

중앙정부
 - 집행위원회, 이사회

 - 독립성이 약함

- 연방정부

- 독립성이 강함

法源    EC조약, 지침, 국내법     헌법, 주법

法院

- ECJ

- 조세사건에 적극적이며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

- 대법원

- 조세사건에 소극적이며 

  특별히 취급

차별금지

근거조항
  EU법의 4대 자유

 헌법의 통상조항, 

 평등보호조항, 특권면제조항

조세조약
- 회원국이 체결

- EU법이 조세조약에 우선

- 연방정부가 체결

- 헌법이 조세조약에 우선

   EU의 경우 앞의 5.1.4.가.1)에서 본 바와 같이 회원국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

부인들에 대한 선호 조치(tax preferences for outsiders)나 일반적인 국가의 보조

금 모두 엄격히 규제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주의 직접보

조금이든 조세지출(tax expenditure) 형태의 보조금이든, 동 보조금이 조세와 직

접 연계된 경우만 아니면 합헌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912)

   위에서 살펴본 EU와 미국의 조세차별에 관한 접근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 표 4 > 조세차별에 관한 EU와 미국의 접근방법 비교

912) Mason, 앞의 글(주 787), p. 54. Mason은 예외적으로 주의 직접 보조금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로 West Lynn Creamery 사건(West Lynn Creamery, Inc. v. Healy, 512 
U.S. 186, 1994년)을 든다. 이 사건에서 매사추세츠주는 주 내에서 우유를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판매량에 비례하는 일정금액을 “premium payment”로 징수하고,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주 내 우유생산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대법원은 주의 

이러한 조치가 주 외의 우유 생산자의 경쟁력을 관세와 같은 장벽으로 상쇄시키고 

주 내의 생산자에게만 차별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연방 헌법의 통상조항을 위반한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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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관할권

- EU 차원의 조세관할권이 

  미약 

- 간접세 비중이 높고 조화됨

- 직접세는 조화되지 않음

- 연방과 주의 개별적 조세

  관할권  

- 주의 소득세보다 연방이 

  먼저 설립       

법인세 

과세표준

 회원국별로 다른 세법체제를

 갖고 있어 조화되지 않음

주는 연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따르나, 주별 공식에 따라 

배분913) 

보조금 

허용여부
부인 인정

수평적 

연방주의
회원국 간, 주 간 거래에 대한 차별과세의 금지 

5.2.3. 평가

   EU와 미국은 역사적인 발전과정과 연방체제의 통치구조에서 서로 다르나, 경

제통합이 최고 수준으로 완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회

원국 및 주의 과세권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논의는 조세조화에 따른 효율성·간편

성 및 조세회피 기회의 감소 등의 편익과, 조세자율성에 따른 탄력성·대응성·실험

가능성(experimentation) 및 재정의 엄격성이라는 편익이 서로 긴장관계에 있음

을 알 수 있게 한다.914)    

   대체로 EU의 상황에 대한 미국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ECJ의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제기하면서 ECJ는 회원국들의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균형된 접

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915) 반면, 미국은 오히려 대법원이 주와 관련된 조세

사건을 다루는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연방의회가 입법을 통해 주의 과

세권에 개입하기보다는 대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법해석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916) 

913) 주별로 각각 다른 배분공식의 통상조항 위반여부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통일적인 

배분공식의 제정은 헌법상 통상조항에 따른 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하였다. 
Moorman 판결(주 910), p. 280. 

914) Mason, 앞의 글(주 842), p. 629

915) Graetz & Warren, p. 1235; Kaye, p. 48. 

916) Kaye,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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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건대, EU와 미국이 경제통합 측면에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차별 문

제에 서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은 양 지역의 발전 역사 및 실질적 경제통합의 정

도가 다르고, 정치구조, 사법부의 역할 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조세차별을 다루

는 전통과 철학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EU와 미국은 조세차

별 문제에 있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상대측의 제도를 거울삼아, 규범적으로 

어떻게 조세자율성과 경제통합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917) 

제6절. 소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투자협정, WTO법, FTA 및 EU법 등 경제통합의 단계별로 

각 규범의 차별금지원칙이 조세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

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국제경제규범들은 각각 고유의 목적을 갖고 서로 다른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으므로, 차별금지원칙 및 실체적 규범의 내

용도 다르고, 차별과세 문제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식에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투자협정의 차별금지조항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조세조

약에 따른 조치 또는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치에 대

한 일반적인 적용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협정이 다수이다. 

   셋째, GATT, GATS 및 TRIMs 협정의 차별금지조항은 각각 상품·서비스 무역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직접세 차별과세에 적용된다. 

   넷째, NAFTA는 상품무역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제외하고 조세에 대한 일반적 

917) 이와 관련, Avi-Yonah 교수는 EU와 미국이 서로 비슷한 경제통합체로서 역내 단일

시장이라는 목표와 조세조화 문제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하면서, 양쪽 모두 단일

시장을 달성하려고 하나 경험적으로 보면 회원국 또는 주의 선택에 따라 일부 조세

왜곡이 불가피하며, 그러면서도 역내 자유시장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

체적으로 그는 EU의 경우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상이한 조세제도를 운영하면서, 
ECJ의 사법심사에서 과소자본세제, 해외손금불인정, 피지배외국법인세제 등 회원국

의 과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별금지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허용하고, 미국의 경

우 주 간 조세경쟁(state tax competition)에 대처하기 위해 대법원이 더 엄격한 기

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Avi-Yonah, “What can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Learn from Each Other's Tax Jurisprudence?”, 
Michigan International Lawyer, Vol 18, No. 3, 200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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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와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원칙을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FTA는 WTO의 

예를 따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투자 Chapter의 경우 조

세에 대한 일반적 적용배제를 규정한다. 

   다섯째, 경제통합체인 EU와 미국은 각각 EU법의 4대 자유와 미국 헌법에 따

라 차별과세 문제가 규율된다. EU는 ECJ가 사법적극주의에 따라 단일시장의 유

지와 발전에 장애가 되는 회원국의 차별과세 조치를 EU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이른바 ‘소극적 통합’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법원이 주의 조세차

별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차별금지에 관한 판례들의 일관성도 찾기 어

렵다. 이와 같이 역내 차별과세에 대한 양 지역의 다른 접근방법은 통합의 역사

적 발전 과정, 정치구조, 사법부의 역할 등의 차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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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V장. 차별과세의 금지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 간 상호

작용과 조화 

   제II장과 제III장에서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과, 투자협정, WTO법, FTA 및 

EU법 등 비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의 조세에 대한 적용 문제를 각각 검토해 보

았다. 이 장에서는 먼저 앞의 장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세차별에 관한 조세조약

과 비조세조약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다음에 이 논문의 결론 부분으로 조세조

약과 비조세조약 간 조화를 위해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을 어떻게 구성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조세의 공평과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기준으

로 하여 살펴본 후,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실체규범적 개선방안과 분쟁해결절

차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결론에 더하여, 향후 이러한 차별금지규범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국제조세

법과 국제통상법 학계 및 관련기구 간 제도적 대화를 통한 공동작업을 제안하였

다. 보론에서는 앞으로 한중일 FTA 체결 또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대

비하여, 역내 조세조약을 이러한 경제통합 모델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

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1절. 차별과세의 금지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상호작용

1.1. 국제경제시스템의 일부로서의 국제조세    

   최근 수십 년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

는 크게 보면 국제통상질서(international trade order), 국제통화질서(international 

monetary order) 및 국제조세질서(international tax order)라는 국제경제시스템의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들 질서 간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918) 주지

하다시피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탄생한 GATT/WTO 

및 IMF/World Bank로 구성되는 브레튼우즈 체제로 불리고 있으며, 국제조세질서

는 국제연맹 시대에 태동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OECD와 UN을 중심으로 발

918) 田中琢二, “国際経済システムにおける国際課税”,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フィナン
シャル・レビュー, 平成 21年 第２号（通巻第 94号）, p. 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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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여 왔다.  

   이러한 다자간 국제경제시스템에 더하여 EU와 같은 경제통합체, FTA와 같은 

지역무역체제 및 APEC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의

(regionalism)도 성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도 역시 국제경제시스템의 기

본질서하에서 국제경제시스템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국제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고 유지해 온 브레튼우즈 기구와 별개로,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에는 특히 G20가 등장하여 국제경제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919)

   국제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위의 세 개의 질서는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이

라는 공동의 목적과 함께 각각의 고유 목적을 추구한다. 즉, 국제통상질서는 관

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철폐와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무역과 투자를 추구하

고, 국제통화질서는 국제수지의 불균형 해소와 각국의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국제조세질서는 이중과세의 방지

를 통한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이라는 목적 외에 그 자체로 고유하고 정치적으

로 민감한 稅收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주로 조세조약을 통한 국가 간 과세

권의 배분으로 나타난다.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인 EU의 예를 보아도 다

른 부문에 대해서는 EU 차원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조세만은 특별히 취급

되어 각 회원국이 직접세에 대한 관할권을 비교적 자유롭게 행사한다. 다만, 위 

III.5.1.2.에서 본 바와 같이 ECJ가 회원국의 직접세 관련 제도나 조치의 EU법 위

반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따라 회원국의 조세관할권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면 국제조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제경제시스템의 다른 부문과 

상호작용을 하는가? 쉬운 예로 아래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주식 및 채권의 매매, 기술 이전과 같은 국가 간 투자는 배당․이자․사용

료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920)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낮거나 면세되는 경우 국가 간 투자는 늘어나는 것이 일

반적이기 때문이다.921) 

919) G20는 제도화 된 국제기구는 아니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서방선진국들이 모여 국

제정치경제 문제를 논의해 온 G7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정당성과 권위를 상실

하게 되면서, 여기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을 포함시켜 선진국과 개도국

이 적절히 대표성을 갖는 정상회의 조직으로 탄생한 것이다. G20의 활동에 대해서

는 http://www.g20.org/ 참조. 

920) 田中琢二,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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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간에는 고정사업장 또는 현지법인의 존재 여부

에 따라 원천지국 과세권의 존부와 범위가 결정된다. 가령, 무역업을 하는 A국 

기업이 B국에 진출할 때 B국 거래처와 단순 무역업을 수행할 것인지, B국에 지

점(즉,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법인(즉, 자회

사)을 설립할 것인지는 국제조세법적 문제가 되고, 이러한 국제조세법적 고려를 

하지 않는 투자의사결정은 상상하기 어렵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수년 간 OECD와 G20의 주도로 다국적기업

의 조세회피에 대한 다자적인 대응 필요성에 합의하고, OECD를 중심으로 구체

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조세정보교환922)과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대처 작업은 국제조세법의 새로운 질서

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923) 이들 제도는 다국적기업 및 대규모 금융자본의 조세

회피와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과 과세권의 공

정한 배분(fair allocation of taxing rights)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924) 

앞으로 국제적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실체의 사업방식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이 논문의 주제인 국제조세법의 차별금지원칙도 국제경제시스템을 유

지하는 핵심원칙인 차별금지원칙과 상호작용하고 있다.925) 예컨대, 어느 국가가 

921) 이런 이유로 최근 선진국들은 조세조약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제

한세율을 0%로 하여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이

러한 조세조약 정책을 2004년 미국과의 개정 조약에서부터 채택하여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922) 조세정보교환은 2009년 확대개편 된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에서 전 세계 100여개 

국가 또는 지역의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제도 및 실행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상세 활동은 http://www.eoi-tax.org/ 참조. 

923) OECD의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에 관한 전반적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김

정홍, “The OECD Initiative to Counter Tax Avoidanc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조세와 법 제6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 참조.

924) http://www.oecd.org/ctp/WCRVol6Issue2_BEPS.pdf 참조.

925)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거래가 증가일로에 있고, 국제거래의 형태도 점점 복

잡․다양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제조세를 기존의 국제조세법이라는 

좁은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국제법(특히, 국제경제법)의 틀에서 이해할 필요성

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OECD는 최근 세계경제에서 그 규모와 위상이 확대되고 

있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와 같은 국가소유단체(state-owned entities)에 

대한 조세조약상 취급 문제를 2010년 모델 주석서(commentaries)에 추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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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소득과세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국이 국제통상협정에서 양허한 의무를 

직접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926) 전 세계적인 통상의 확대와 국제무역 

및 기타 경제협정의 확산은 조세조치를 몇 안 되는 보호주의 정책 수단으로 남

겨놓은 셈이다.927) 아래에서는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과, 투자협정·WTO법․FTA 

및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2. 차별과세의 금지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상호작용의 구체적 

양상   

1.2.1.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상호작용

   이미 앞의 장들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조세조약의 차별금

지조항과, 투자협정·WTO법 및 FTA의 차별금지조항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본다.  

 가. 조세조약과 투자협정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투자협정(여기서는 조세조약과의 관계규정이 없

고, 조세에 관한 일반적 배제도 규정되지 않은 투자협정을 상정한다)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의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조세 문제를 

보자. 우선, 당해 투자가 현지법인의 설립과 같은 직접투자라면, 동 법인(즉, 투

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 문제와 외국인 주주(즉,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투자협정의 해석론으로는, 법인세 부과와 배당소득세 부과 

모두에 대해 내국민대우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조세조약의 해석론으로는, 법

인세의 부과에 대해 제24조 제5항의 자본소유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칙

(OECD 모델 제1조 주석 제6.35-39문단 참조), 여기에 동원되는 비과세 논리로서 전

통국제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주권면제이론(sovereign immunity doctrine)이 언급되

고 있고, 조세조약상 ‘국가’의 정의는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926) Green, p. 87.

927) Brauner, p. 253. 



- 252 -

적으로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나,928) 외국인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내국인 주주와 다른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배당소득의 

과세에까지 내국민대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929) 이와 같은 점에서 양 조약의 적

용범위는 차이가 있다. 

   둘째,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의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에 따른 

조치에 대한 최혜국대우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에서 어떤 구제방법을 찾을 길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호혜주의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양자 간 조세조약에

서 최혜국대우는 조세조약 자체에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930)를 제외하고는 인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 경우 투자협정을 적용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

다. 즉, 투자협정의 최혜국대우에 따르면, 배당소득의 원천지국이 체결한 서로 다

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주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실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 투자협정

에 조세조약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과의 충돌가능성이 발생

하며, 이를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개선에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조약의 사례로 舊 한-룩셈부르크 간 투자협정

(1976년 발효)931) 및 조세조약(1986년 발효)이 지적된다.932) 양국 간 조세조약에

는 여느 조세조약과는 달리 양도소득(capital gains) 조문이 없고, 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조문(제21조)도 적용되지 않는다.933) 따라

928) 실제로도 동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의 부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929) 즉,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의 적

용을 받지 않는다. 

930) 저자의 조세조약 협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조세조약에서 최혜국대우는 대체로 이

자․배당․사용료 소득 조문의 제한세율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

다. 한편, 뒤의 주 1083에서 보겠지만, 조세조약의 중재조항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

는 스위스와의 개정 조세조약에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931)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벨지움·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으로, 2011년 양 당사자 간 투자의 개방 및 자유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이 개정된 협정을 근거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중

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932) 이 사례는 IFA Cahiers 2008에서 룩셈부르크 지부(branch)의 Winandy와 Richter가 

제기한 것으로, 한-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이 2011년 개정되어 현재로서는 적실성이 

없으나, 투자협정과 조세조약의 상호관계 이해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되므로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 지부의 보고서는, IFA, p. 383-3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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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취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 체

약국의 국내법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양국 간 舊 투자협정은 투자에 대한 최혜

국대우934)를 규정하면서도 조세 또는 조세조약의 적용관련 예외에 관해서는 일

절 언급이 없다. 이 경우 비록 조세조약이 나중에 체결되고, 조세라는 특수한 분

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후법 우선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양도소

득에 관해서는 조세조약이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벨기에 거주자인 주주(투자자)가 있다고 할 때, 

한-벨기에 조세조약의 양도소득 조문에 따르면 이러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

세되지 않으므로(즉, 과세권이 주식양도자의 거주지국에 있으므로),935) 룩셈부르

크 투자자(주식양도자)는 자신이 한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어 벨기에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조세상의 대우를 받는 것이 舊 한-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의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아직 실제 사례로 제기

되지는 않은 듯하나, 개정된 한-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이 2011년 발효된 점을 감안

하면 그 이전에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의 과세에 대해 룩셈부르크 투자자가 舊 한

-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근거로 최혜국대우 위반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933)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 tax on gains for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934) 동 협정 제1조 제3항으로, 제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cle 1

     (1) All existing and future investments, goods, rights and interests belonging 
directly or indirectly to nationals or legal persons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joy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Such investments, goods, rights and interests shall also enjoy continuous 
protection and security, excluding all unjustified or discriminatory measures 
which would "de jure" or "de facto" hinder their management, maintenance, 
utilization, enjoyment, or liquidation.

     (3) The protection guaranteed by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at 
least be equal to that enjoyed by the nationals or legal persons of any third 
state and may in no case be less favourable than tha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935) 동 조약 제13조 제3항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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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세조약과 WTO법

   III.3.에서 WTO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조세에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직접세 차별조치가 GATT 및 GATS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WTO법에 위반되는 직접세 차별조치가 조세조약에 따른 또는 조세조

약에 합치되는 조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A, B, C국 모두 WTO 회원국이

고, A-B 간에는 조세조약이 없고, B-C 간에는 조세조약이 있다고 하자. 이 때 B

국이 B-C 간 조세조약에 따라 C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여하는 조세상의 혜

택을 A-B국 간 조세조약이 없음을 이유로 A국 기업에는 부여하지 않는다면 A국

이 B국에 대해 WTO법상 최혜국대우 위반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은가?936) 또한, 

이 사례에서 B국이 자국 생산자의 상품과 관련하여 부여하는 조세상 혜택을 C국 

생산자의 동종상품에는 부여하지 않는다면 GATT 내국민대우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아래에서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GATT 및 GATS의 최혜국대우와 내국

민대우원칙에 대해 각각 조세조약과의 상호관계 및 조화 문제를 살펴본다.  

 1) 조세조약과 GATT

   조세조약과 GATT의 관계에서 우선 염두에 둘 것은 조세조약상 권리의무가 

GATT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등의 조세조약 우위규정 또는 조세조약에 대한 일반

적 예외규정(general carve-out)이 조세조약과 GATT 어느 쪽에도 없다는 점이

다.937) 이에 따라 조세조약의 특정 조항에 따른 조치가 GATT의 최혜국대우 위반 

문제로 WTO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938)  

 가) 최혜국대우  

936) Farrell, ¶ 4.6.에 나온 사례이다.  

937) 예외적인 경우로서 1996년 미국 모델 제1조 제3항은 오히려 GATT의 내국민대우 또

는 최혜국대우 원칙이 조세조약에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동 조항에 대해서는 뒤의 

주 1021 참조. 

938) Id.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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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설정한 예에서 A국이 GATT의 최혜국대우를 주장하는 경우 현행 

GATT가 GATS와 같이 조세조약에 대한 적용 배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GATT의 해석론으로 이를 부인할 근거는 별로 없을 것이다. OECD 모델의 해석론

으로는 A국 기업에 최혜국대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다.939) 이와 같

이 양 조약의 해석론이 충돌하는 경우 조세조약을 반드시 우선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결국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이를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내국민대우 

   위 II.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국적, 고정사업장의 

과세, 비용공제 및 자본소유 등을 요인으로 하는 특정한 경우에 차별을 금지한

다. 반면 GATT의 내국민대우는 외국의 상품에 대해 국내의 동종상품과 비교하여 

조세를 포함한 모든 차별적 조치를 금지한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성(residence)을 기준으로 보면, 조세조약은 거주자와 비

거주자 간 차별적 대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나, GATT는 거주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외국생산품과 국내생산품 간 차별을 금지한다.940) 예를 들어, 외국상품

보다 국내의 동종상품의 소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준다면, 이는 GATT 제3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조세조약과 GATS 

   위 III.3.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S는 원칙적으로 직접세의 차별을 그 적

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

우에는 직접세 조치가 GATS의 차별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첫째, 직접세 조치가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 (e)항에서 언급된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거나,941)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나 제14조의 頭文

(chapeau)에 언급된 자의적 차별조치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해

당하면 GATS의 최혜국대우가 적용될 수 있다.942) 

939) OECD 모델 제24조 주석서 제2문단 참조. 

940) Farrell, ¶ 4.6.3.

941) 이는 서비스 거래 당사국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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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TRIMs 협정의 상품 수입관련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943)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적인 세액공제혜택을 

준다면 이는 GATS 제14조 (d)항의 내국민대우의 예외를 벗어난 것이다.944)  

   셋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945)로부터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공급자

에 대한 직접세의 차별은 GATS의 내국민대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세차별 

문제에 대한 GATS의 내국민대우조항의 적용은 GATS 당사국 간 조세조약이 존

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왜냐하면, GATS 제22조 제3항은 어느 조

세조치가 조세조약의 적용에 따른 차별조치에 해당하면 GATS 내국민대우 위반

을 이유로 GATS의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조세조약이 

없다면 이러한 내국민대우 관련 분쟁해결절차의 제한이 없다. 여기서 결국 중요

한 것은 어느 조치가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예

를 들어, 어느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일방체약국)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거

주자(타방체약국 거주자)가 있다고 할 때, 이 비거주자는 당해 조세조약의 적용대

상이라는 원천지국의 주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그는 비거주자이므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일반적인 보호대상은 아니다946).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

는 GATS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조세조약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

은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GATS 제22조 제3항의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경우’의 의미를 조세조약에서 합의해 두고 있다.947) 

942) 이러한 조치의 예로는 앞의 III.3.2.3.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조세조약 당사국 간

에만 과도하게 유리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943) 앞의 III.3.2.4. 참조.

944) Id. ¶ 8.6.2. 

945) 일반적으로,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주의를 채택한 국가 또는 조세피난처 국

가와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으므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이들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 목적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946) Brown, 앞의 글(주 449), p. 266.

947) 미국-캐나다 조세조약(2007년) 제29조(기타 조항) 제6항이 대표적이며, 원문은 다음

과 같다.
     “6. For purposes of paragraph 3 of Article XXII (Consulta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that:
     (a) a measur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only if: 
      (i) the measure relates to a tax to which Article XXV (Non-Discrimination) of 

the Convention applies; or
      (ii) the measure relates to a tax to which Article XXV (Non-Discrimination) of 

the Convention does not apply and to which any other provis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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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차별과세의 금지에 관해 GATS와 조세조약의 관계를 정리하면, GATS는 

회원국의 직접세 관할권 및 조세조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차별금지원칙의 적용

을 제한하고 많은 부분을 조세조약에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세

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은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은 

앞 II.2.에서 본 바와 같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조문으로 남아 있고, 오히려 조세

조약이 없는 편이 비거주자인 서비스 공급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조세조약에서 서비스무역의 차별금지 문제를 제대

로 다루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948)         

 3) 조세차별에 관한 조세조약과 WTO법의 조화: 조약의 충돌의 해결 이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ATT와 GATS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는 조세조약

상 차별금지원칙과는 관계없이 직접세 조치에 적용되어 조세조약과의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약의 불일치 또는 경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약 간의 관계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이에 관해서는 

Convention applies,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measure relates to a matter 
dealt with in that other provision of the Convention; and 

     (b)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Article XXII (Consulta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y doubt as to the interpretation of 
subparagraph (a) will be resolve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XXVI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e Convention or any other procedure agreed to by 
both Contracting States.“ 

     이 조항을 설명하면, 우선 (a)항은 어느 조치가 조세조약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 대해, 동 조치가 차별금지조항의 적용대상 조세와 관련된 경우, 또는 동 조치에 

관한 조세에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조약의 다른 조항이 적용되는 경

우로 규정한다. 여기서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모든 조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결

국 모든 조치를 조세조약의 적용범위로 두는 효과가 있다. 한편, (b)항은 (a)항의 해

석에 대한 문제는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 또는 양 체약국이 합의하는 절차에 따

르도록 하여 GATS 제22조 제3항의 절차를 배제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동 조문이 

합의된 1995년 미-캐나다 간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해설서는 동 조문

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This provision preserves the exclusive application of nondiscrimination 

obligations in the tax agreement and clarifies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mechanism provided by the tax agreement will apply, instead of GATS 
procedures, to resolve nondiscrimination disputes involving the taxation of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948) Brown, 앞의 글(주 449), p.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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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GATS와 뒤 2.2.1.에서 보는 OECD 및 미국 조세조약 모델의 규정이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 상호 간 충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면 어떻게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조약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법에 대한 국제법의 이론에 따르면, 대체

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949)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후법우선의 원칙(lex posterior rule)950)과 특별법우선의 원칙

(lex specialis rule)을 적용한다. 

   우선 후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같은 주제에 대해 같은 당사국이 체결한 복

수의 조약이 있다면 나중에 체결된 조약이 우선한다. 이 원칙을 WTO협정과 조

세조약에 적용하면, 몇 가지의 고려사항이 있기는 하나, 조세라는 같은 주제를 

양 조약이 다루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이든 WTO협정이든 나중에 체결된 조약이 

우선할 것이다.951) 이 경우 WTO협정 이전에 존재하는 조세조약을 WTO협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려면 조세조약을 개정하면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되는데, 첫째, 특별 규정이 일반적 

규정의 배경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상세 사항이나 기술적 사항을 다루는 경우와, 

둘째, 우선순위가 없는 서로 다른 조약이 같은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경우 불일치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952)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조세조약과 WTO

협정의 충돌문제에 적용되는 경우는 이 두 번째 상황이며, 이 원칙에 따라 적용

범위에 대해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조약(즉,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두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세조약의 차별금지규정이 

WTO협정의 차별금지원칙과 충돌하는 경우에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949)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의 法源을 열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38조 제1항(c)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로서, 대체로 문명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

원칙을 말한다. 그 예로서 금반언의 원칙(estoppel), 신의성실(good faith), 형평의 

원칙(equity) 등이 있다.  

950) 비엔나협약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When all the parties to the earlier treaty are parties also to the later treaty 

but the earlier treaty is not terminated or suspended in operation under article 
59, the earlier treaty applies only to the extent that its provisions are 
compatible with those of the later treaty." 

951) Farrell, ¶ 9.1.3.1. 

952) Id. ¶ 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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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국-캐나다 

조약 제25조953)

(2007년)

 미국-멕시코

 조약 제25조954)

(2002년)

캐나다-멕시코 

조약 제22조955)

(2006년)

국적차별금지 

있음 

- 비거주자인 

시민에 

대한 특칙956) 

좌동

 

OECD 모델

고정사업장 

차별금지
있음 있음 있음

비용공제

차별금지
있음 있음 있음

자본소유

차별금지
있음 있음 있음

대상조세
연방 정부의

모든 조세

연방, 지방 정부의 

모든 조세

연방 정부의

모든 조세

말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세조약 차별금지규정 자체의 개선에

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2.2.2.에서 논의한다.  

 다. 조세조약과 FTA 

   여기서는 NAFTA를 중심으로 본다. III.4.2.에서 본대로 NAFTA에서는 조세의 

일반적 배제(carve-out)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접세 조치는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접세 조치는 NAFTA의 차별금지조항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NAFTA의 일반적 조세조치 배제는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NAFTA 당사국 간 조세조약의 차

별금지조항을 보면, 일부 특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OECD 모델을 반영하

고 있다. 이러한 NAFTA 당사국 간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을 간략히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표 5 > NAFTA 당사국 간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 비교

953) 이 조약은 캐나다 거주자이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기혼자의 미국 내 고용소득에 

대한 과세특칙(캐나다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의 과세

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과세)과(제3항), 일방체약국 시민 또는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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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본 NAFTA 3국 간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는 달리, 

조세조약의 다른 규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와 같은 사례는 NAFTA 

내 조세조약의 부조화가 NAFTA의 차별금지원칙과 상충하는 측면을 잘 보여준

다.957) 

   멕시코의 트럭운전수가 캐나다회사에 고용되어 캐나다에서 연간 2천 캐나다

달러를 버는데 그의 소득에 대해 캐나다에서 과세한다고 하자. 동일한 조건

의 미국 운전수가 캐나다에서 버는 2천 캐나다달러는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때 멕시코는 캐나다의 과세조치를 GATS나 NAFTA의 최혜국대

우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우선 캐나다가 미국 및 멕시코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종속적 인적

용역소득 조문에서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두 개의 조세조약은 OECD 모

델 제15조 제2항과 유사하나, 여기에 추가하여 일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면

세점을 설정하였는데, 캐나다-멕시코 조약은 1,500 캐나다달러, 캐나다-미국 조약

은 10,000 캐나다달러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 조세조약의 적용 결과, 

멕시코 운전수는 면세점을 초과하여 캐나다에서 과세대상이고, 미국 운전수는 면

세점에 미달하므로 캐나다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 양 조세조약의 적용에 따른 

이와 같은 결과는 GATS 및 NAFTA의 최혜국대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멕

시코는 캐나다의 차별적 조세조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특히 3개 이상의 당사국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서 당

사국 간 조세조약의 과세권 배분규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무역·투자 및 인력이

서 개최된 세미나 등 회의에 참가한 경우, 일방체약국에서 개최된 경우와 동일하게 

비용공제 혜택을 줄 것(제8항) 등의 특수규정을 두고 있다.  

954) 이 조약은 제3항에서 미국의 경우 지점세, 멕시코의 경우 부동산소득에 대한 순소득 

과세 시 비용공제의 제한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955) 이 조약은 제5항에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956) 앞의 II.2.2.3. 참조.

957) 이 사례는 Brown, 앞의 글(주 501), p. 129-130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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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세

조약
WTO협정 NAFTA

투자협정

(우리나라)

차별

금지

조항
제24조

- GATT:

  제1조(MFN),

  제3조(NT)

- GATS:

  제2조(MFN),

  제17조(NT),

  제14조(예외)

- TRIMs 제2조

- 제301조(상품 NT)

- 제1102조(투자 NT)

- 제1201조(서비스 NT)

- 제1202조(서비스 MFN)

- 제1405조

  (금융서비스 NT)

- 제1406조

  (금융서비스MFN)

- NT,

  MFN

법적

형식

양자

조약
   다자조약       다자조약 양자조약

조세에

대한

적용 여부 

및

대상 조세

모든 

조세

- 간접세

- 예외적으로 

  직접세에 적용

- 일반적 조세 배제

- 예외적으로 

  조세에 적용

협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 조세 

배제는

소수

조세

중립성 

기준

일관성 

없음

- GATT:

  destination 

  principle958)  

- GATS:CIN959)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당화 

사유

(예외)

해당

없음

GATT 

제20조96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동에 대한 공정한 경쟁조건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가 한·중·일 FTA와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지역경제

통합협정 등을 체결할 때 특히 고려할 부분이라 하겠다.  

 라. 소결: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수렴 가능성

   위에서 조세차별 문제를 두고 조세조약과 투자협정·WTO법․NAFTA가 각각 어

떤 상호작용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II장과 제III장 및 위에서 논의한 조세

조약 및 비조세조약(EU법 제외)의 차별금지조항의 적용관계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6 >  조세조약 및 비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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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통상·투자조약과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조세조치에 대한 적용문제를 

따져보면, 실제 양 규범의 적용 메커니즘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고, 오히려 유사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직접세란 인(person)인 생산자

(producers)가 상품(products)을 생산(production)하는 데 대한 조세이다.961) 다시 

말하면, 생산자가 재화(goods), 용역(services), 고용(employment), 사업활동

(business activities) 및 저축(savings)이라는 형태로 자신의 상품을 생산하고, 이

러한 생산자의 경제활동(production)에 따른 소득에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962) 

따라서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다루는 통상·투자조약과 이러한 

국제거래에 따른 직접세 문제를 다루는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사실상 같은 

대상을 다루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 적용 결과도 유사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OECD 모델 제24조의 각 항별로 비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비교하여 조세조치에 대한 적용 문제를 예시적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항(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OECD 모델 제24조 제1항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는데, 특히 거주

성과 관련하여 같은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적자에 대해 불리한 과세상의 

대우를 금지한다. 제1항은 어떤 조세조치가 거주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에 따른 

비거주 외국인의 차별은 허용된다는 의미이나, 만약 어떤 조세조치가 거주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같은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적자에 대한 차별적

인 과세조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958) GATT의 조세 차별금지원칙 관련 규율은 기본적으로 소비세의 소비지 과세원칙

(destination principle)에 따라 상품의 수입국에서 과세함으로써 조세중립성을 달성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959) GATS의 mode 3(상업적 주재)는 사실상 투자와 같은 의미이며, 이에 따라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투자자)를 국내 서비스 공급자(투자자)와 과세상 동등하게 취급함으

로써 자본수입중립성을 추구한다.

960) GATT 제20조는 협정의무의 적용 배제가 가능한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사유로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등 10개를 열거

하고 있다. 

961) Gammie, "Double taxation, bilateral treaties and the fundamental freedoms of 
the EC Treaty" in A Tax Globalist: Essays in honor of Maarten J. Ellis (Van 
Arendonk, Engelen & Jansen eds.), Online Books IBFD, 2005, ¶ 2.1.

962) Id.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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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외국에서 특정 기계를 수출하는 기업이 있으나, 수입국 정부는 수

입국의 국내기업이 동종의 국산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고정자산

에 대한 특별상각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이는 ‘과세와 관련한 요건’에 있어서 ‘같

은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 국민(즉, 외국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

다. 물론, WTO법상 이러한 차별적 조세조치는 GATT 제3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내국민대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제3항(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

   OECD 모델 제24조 제3항은 타방체약국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같은 활동을 수

행하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기업에 비해 과세상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이다. 고정사업장이란 결국 투자협정에서 말하는 투자에 해당하므로, 이 

항은 투자협정상 투자에 대한 과세상의 내국민대우를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고정사업장의 사업활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GATS의 내국민

대우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963) 

 3) 제4항(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 

   OECD 모델 제24조 제4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

자, 사용료 기타 지급금에 대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비용공제

를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WTO법의 차별금지규정에 비추어 보면 금융

서비스, 기술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와, GATT 및 GATS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수입에 대한 지급금에 관해 국내 동종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

입과 같이 비용공제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964)에 견주어 볼 수 있다.    

 

 4) 제5항(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 

   OECD 모델 제24조 제5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기업에 대

963) 물론,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을 규정하는 투자협정과, 조세의 일반적 배제를 규정하

는 GATS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들 협정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964) 여기서도 앞의 주에서 설명한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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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상황
OECD 모델 

제24조

통상·투자965)

조약
비 고

국내산과 수입산 

기계에 대한 

법인세법상 고정

자산 특별상각의 

차별 

제1항 적용 :
과세 요건에 있어  

같은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 국민에 

대한 차별 금지

GATT 내국민대우 

적용

 적용일치(경합) : 
거주성을 기준

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므로  제1항

적용 

해 국내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과세상의 대우를 규정한다. 이를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기업에 대한 투자에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조세조약은 투자자인 외국인

에 대해서까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협정의 내국민대

우보다 적용범위가 좁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5) 제6항(모든 세목에 대한 적용) 

   OECD 모델 제24조 제6항은 차별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

에 한정하지 않고 체약국의 모든 조세로 규정한다. 이 규정을 특히 제1항과 연계

하여 해석해 보면 제1항은 GATT·GATS 및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 조항의 적용범

위와 거의 같아지거나,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까지 적용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모든 조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1항의 경우, 

어떤 조세가 납세자의 거주성을 과세의 근거기준으로 삼지 않는 한, 소득세는 물

론이고, 재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어느 체약국이 부과하는 모

든 조세에 대해 ‘같은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자국의 국민보다 과

중하게 과세하거나 관련 요건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제6항은 그동안 국제조세법 학계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규정이나, 이

와 같이 제1항과 연계하여 적용될 때는 조세조약과 통상․투자 조약의 차별금지조

항이 수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각 항별로 구체적 상황에 통상·투자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7 >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차별금지조항 적용의 예시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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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과세

제3항 적용

: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금지

투자협정 또는

GATS의 

내국민대우 적용

적용일치(경합)

상품·서비스 

수입에 대한 

비용공제의 차별

제4항 적용

: 비용공제

차별금지

 GATT 및 GATS
 내국민대우 적용

적용일치(경합)

외국 투자자의

내국기업에 대한

투자

제5항 적용

: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

투자협정

 내국민대우 적용

- 내국기업

 (투자)의 과세: 
 적용일치(경합)
- 외국 투자자의

 과세: 투자협정만  

 적용(조세조약과

 불일치)

소득·법인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의 차별과세

제6항: 모든 

세목에 대한 적용

 
 GATT·GATS 및 

 투자협정

 내국민대우 

수렴 가능성:
거주성이 과세 근거가 
아니면 같은 상황의 
내국민보다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요건 

부과 금지

   

1.2.2.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EU법의 4대 자유의 상호작용 

   위 III.5.1.3.에서 EU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에 대해 이미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

본 바 있다. 여기서는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EU법의 4대 자유 규정이 구체

적으로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양 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본다. 

 가. 양 규정의 목적의 유사성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근본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OECD 모델과 그 

주석서에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일관된 원칙도 찾아보기 힘들다

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기본적인 체결목적

인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차별금지원칙을 고려해 보면, 이 원

칙은 무역과 투자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조세조치를 금지하는 데 근본목적이 

965) 여기서 투자협정은 일반적 조세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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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966) EU법의 4대 자유 역시 단일시장의 형성과 발전

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 조치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967) 이런 관점에서 양 규정

은 비슷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968) 

 나. 양 규정의 적용범위의 차이 

   위에서 본 양 규정의 목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OECD 모델의 차별금지조

항은 기본적으로 각 조항별로 규정된 차별의 형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EU법의 

4대 자유는 단일시장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EU법의 핵심 목적을 수호하는 ECJ의 

사법적극주의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차별금지를 다룬다. 이에 따라, ECJ는 조세

차별 사건에 대해 숨은 차별(covert discrimination), 간접적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 뿐만 아니라 4대 자유의 제한행위969)까지 EU법의 위반으로 판단

한 경우가 있다.   

   또한, OECD 모델은 원칙적으로 대내거래(inbound transactions)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나,970) EU의 4대 자유는 대내거래와 대외거래(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모두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 규정의 적용대상자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즉, EU법의 4대 자유 중에서 자

본이동의 자유는 TFEU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제3국과 EU 회원국 간 자본이동에

도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조세조약의 경우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에 

대해 적용된다.971) 

   한편, 정당화 사유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

나,972) EU법은 공공의 이익 등의 사유가 있고 비례성의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 

966) Bammens, ¶ 19.1.

967) Id.

968) Id; Kemmeren, “Double Tax Conventions on Income and Capital and the EU: 
Past, Present and Future”, EC Tax Review, Issue 3, 2012, p. 165-166. 

969) 앞에서 본 Futura 사건이 대표적이다. 

970) 예외적으로 OECD 모델 제4항은 대외지급거래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

971) Da Silva, ¶ 14.4. 

972) 그러나, Bammens에 따르면 OECD 모델 제24조 제4항(비용공제 차별금지)에서 이자 

지급 등에 정상가격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는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부분과, 주석서 일부에서 납세자에게 추가적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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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세조약 제24조 EU법의 4대 자유 규정

조약 형식 양자 조약 다자 조약

배경·목적

- 통상조약의 차별금지

  원칙에서 유래

- 체약국 간 무역과 투자의

  증진

- 역내 단일시장의 실현

 : 상품, 서비스, 인, 자본의

   자유이동

 적용범위

- 조세조약에 규정된 사항에 

  적용

 : 국적, 고정사업장, 비용공제, 

   자본소유 등

- 조세조약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

 : EU법의 4대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차별 또는 제한

적용대상자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 

 EU법의 4대 자유를 행사하는

 EU 회원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

(단, 자본이동의 자유는 제3국 

국민에게도 적용)

적용대상

거래

원칙적으로 대내거래에 적용

(단, 4항은 대외거래에 적용)
대내·대외 거래 모두 적용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973) 

   앞의 II.2(조세조약 제24조) 및 III.5.1.2.(EU법의 4대 자유)의 내용을 토대로, 위

에서 살펴본 조세조약과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의 비교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974)

< 표 8 > 조세조약과 EU법의 차별금지원칙 비교

요구하는 경우는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므로(예: 제24조 주석서 

제75문단), 이런 부분은 정당화 사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Bammens, ¶ 
19.2 참조.

973) III.5.1.2.바. 참조.

974) 이 표는 제62차 IFA 총회의 차별금지원칙 논의 결과를 정리한 일본 세무대학 岡 直

樹 교수의 “第62 回IFA 総会: 無差別原則をめぐる議題１及びセミナーA における議
論の紹介”, 税大ジャーナル 10, 2009年 2月, p. 225의 표를 기초로 하여 저자가 일

부 수정을 가한 것이다. 동 논문은 http://www.nta.go.jp/ntc/kenkyu/backnumber/ 
journal/10/pdf/10_08.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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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통일과 

법적 구제

- 상호합의절차(중재절차)975) 

- 체약국 법원의 사법심사
       ECJ의 사법심사

간접적 

차별
      인정하지 않음 간접적 차별, 숨은 차별에도 적용 

조세중립성  

 원칙976) 

CEN, CIN 원칙이 

일관되지 않음
    CEN, CIN 모두 추구

정당화

사유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제4항의 예외규정을

 정당화 사유로 보는 견해

 가 있음

- 제한적으로 인정됨

 : 조세회피 방지, 합리성의 

   원칙 등

 다.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각 항과 EU법상 4대 자유의 구체적 비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규정들은 EU법의 4대 자

유 규정 및 이에 관한 ECJ의 해석론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첫째,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한 OECD 모델 제1항은 특히 거주성 여부

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상황에 있는 비국적자와 국적자의 차별을 금지한다. 즉, 

거주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비거주자'인 외국인

은 비교대상이 아니며, 차별 문제도 있을 수가 없다. 앞에서 본 Saipem 사건에서 

이와 같이 거주성 여부에 따라 '같은 상황' 여부를 판단한 점을 상기하면 될 것

이다. 

   그러나, ECJ의 Biehl 사건이나 Schumacker 사건을 보면, 거주성을 묵시적 국

적 개념으로 보거나(Biehl),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이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거주자인 내

국인과 비교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Schumacker),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조세조치가 EU법에 위반됨을 인정하였다. 여기서 OECD 모델 제1항은 

EU법보다 좁은 범위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둘째, 고정사업장 과세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OECD 모델 제3항은 대체로 EU

97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 2.3.1.에서 다룬다.

976)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 2.1.2.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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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설립의 자유(TFEU 제49~54조)와 비교될 수 있다. 즉, 양 규정 모두 비거주

자인 고정사업장을 같은 활동을 하는 거주자와 비교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

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면, 

위 III.5.1.2.라.에서 살펴본 ECJ의 Avoir Fiscal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건에

서 ECJ는 프랑스의 배당세액공제제도가 프랑스 내 독일기업의 고정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OECD 모델 제3항의 해석론으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즉, 관련 OECD 모델 주석서(제48~54

문단)는 고정사업장이 보유한 주식에 관한 배당의 취급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

명하면서도, 고정사업장에 대해 그 소재지국의 모회사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하는지는 결국 조세조약 협상에서 당사국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식으로 결론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독일 조세법원 2005.3.10. 판결은 고정사업장에도 수입배당

금 과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면, 앞의 주 826에서 본 ECJ의 Royal Bank of Scotland 사건을 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 차별금지 사건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동 사건에서 그리

스는 영국 RBS 은행의 그리스 지점에 대해 자국 은행에 적용되는 법인세율(35%)

보다 높은 40%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조세조약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활동을 하

는 고정사업장(은행 지점)에 대한 차별과세이므로 제3항의 위반이 된다.   

   또한, 제3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혜택이 고정사업장에 적용되는 문제는 어떤

가? 앞에서 본 Saint-Gobain 사건에서 ECJ는 설립의 자유에 따라 프랑스 

Saint-Gobain사의 독일 지점에 독일이 제3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인정

하였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 밖에 앞에서 다룬 Commerzbank(1993년) 사건, Futura(1997년) 사건에서 

ECJ는 고정사업장에 적용되는 과세의 절차적 측면(formalities)도 설립의 자유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OECD 모델 제3항은 과세의 결과가 더 과중하지 않

으면 실제적인 이유로 고정사업장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977) 

   이를 보면, 대체로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OECD 모델 제3항은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OECD 모델 제7조)에만 적용되

나, EU법은 소득의 종류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978) 

   셋째,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OECD 모델 제4항은 과소자본세제

977) OECD 모델 제24조 주석서 제34문단. 

978) Bammens, ¶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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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ECJ의 판례와 비교할 수 있다. 우선 OECD 모델 제4항

은 이자(또는 다른 지급금)의 수취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의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에 관한 기준을 조문 또는 주석서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지급 관련 비교대상인 거주자가 어떤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다.979) 

반면에, ECJ는 국내 자회사의 모회사가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양 모

회사 간 비교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자회사 간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980) 즉, 위에서 본 Lankhorst-Hohorst 사건에서 ECJ는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를 기준으로 독일 자회사에 대한 외국법인 주주와 독일의 비과세법인이 

비교가능한 상황이라고 본 독일세법을 인정하지 않고, 영리목적의 독일법인과 달

리 같은 영리목적의 외국법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소자본세제는 EU법상 설

립의 자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OECD 모델 제4항과 ECJ 판례의 핵심적인 공통점

은 양쪽 모두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에 의한 예외, 즉 정당화 사유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제4항의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예외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고, ECJ도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한 정상이자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되

더라도 정당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981) 

   넷째, 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한 OECD 모델 제5항은 그룹과세와 

관련하여 ECJ 판례와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제5항이 타

방체약국에 모회사를 둔 일방체약국(즉, 투자유치국)의 자회사에 적용되는 반면, 

EU법의 4대 자유는 거주지가 다른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다는 점이다.982) 

   한편, 앞에서 본 영국 법원의 Boake Allen 사건과 ECJ의 Metallgesellschaft 사

건을 비교해 보면, 양 사건의 쟁점은 모두 영국의 선납법인세(ACT)의 면제혜택을 

영국 거주자인 모·자회사 간 그룹과세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 제5항 또는 설립

의 자유에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영국 법원은 비거주 모회사에 ACT 납부의무가 

979) Id. ¶ 19.1.3.  

980) Id.

981) Id. 아울러 ECJ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정당화 사유에서 나아가, 납세자가 정상가격

을 넘는 거래에 대한 상업적인 정당성을 증명할 기회까지 허용한다. C-196/04 판결

(Thin Cap GLO 사건) 제80-83문단 참조. 

982) Bammens ¶ 19.1.4. 가령 Cadbury Schwepps 사건이나 Marks & Spencer 사건을 상

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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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상황 조세조약 제24조 EU법 또는 ECJ 판결 평가

  ‘같은 상황’의
     판단

제1항:
‘거주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Saipem) 

Biehl, Schumacker 
 : ‘거주성 여부’ 
   기준의 완화 

EU기준>
조세조약기준

  고정사업장

   차별금지

- 배당세액공제

- 법인세율 적용

- 제3국 조세조약

  적용

- 과세의 절차적

측면

제3항:

-불명확(독일조세법원 
 2005.3.19: 인정)
- 인정

- 불명확

- 불인정  

설립의 자유

- Avoir Fiscal: 인정

- RBS: 인정

- Saint-Gobain: 
인정

- Commerzbank, 
Futura: 인정

EU기준>
조세조약기준

비용공제 차별금지

- 과소자본세제

제4항:
비교가능성 기준 부재

Lankhorst-Hohorst:
모회사 간 비교

가능성은 자회사 간

비교가능성에 

영향이 없음

EU기준>
조세조약기준
* 독립기업원칙

  예외는 공통

자본소유 차별금지

 - 그룹과세

제5항:
거주자인 자회사에 

적용

설립의 자유

: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 적용

EU기준>
조세조약기준

없는 것을 비교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보았고, ECJ는 ACT가 배당지급법인의 법

인세로 비거주 모회사가 납부할 성격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비교가능성 문제가 

없다고 본 차이가 있다. 또한, 제5항이 직접적으로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차

별을 다룬다면, EU법의 4대 자유는 국내 조치가 외국인 소유 기업에 주로 영향

을 주는 경우의 차별(즉, 간접 차별)도 다룬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다.983)  

   위에서 살펴본 조세조약 제24조 각 항별 EU법의 4대  자유 관련 비교 내용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9 > 조세조약 제24조와 EU법의 구체적 비교 

 

98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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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조세조약과 EU법의 상호작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 규범은 추구하는 경제통합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는 체약국 간 무역과 투자의 증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공유한다. 

   둘째, 양 규범의 적용범위를 보면 전반적으로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이 EU

법보다 더 좁은 범위에서 소득과세에 관한 차별금지 문제를 다룬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조치가 조세조약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EU법에 위반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조약과 EU법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양자 간 조화방안에 대해서는 

아래 2.2.2.나.에서 살펴본다. 

제2절. 차별과세의 금지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 간 조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협정, WTO법, FTA, EU법 등 비조세조약에서 각

각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 원칙이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과 상호

작용을 통해 해석상 경합, 충돌 또는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인식하에 미국의 경우 조세조약에 비조세조약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별도

의 조문을 두고 있고, OECD 모델 주석서도 GATS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제시

한다. 그러나, 미국 및 OECD 모델은, 실체적으로 불완전하고 일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그대로 둔 채, 조세차별 문제에 관해 통상조약

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조세조약

과 비조세조약의 차별금지규정의 조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OECD 모델을 넘어, 국제조세법적 시각에서 조세

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

여, 먼저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에 반영되어야 할 지도원리를 제시하고, 조세

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실체규범적 개선방안과 분쟁해결절차의 고려사항으로 나

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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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조세조약 차별금지원칙의 지도원리: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제II장과 제III장에서 조세조약에서 금지하는 조세차별과, 비조세조약에서 금지

하는 조세차별을 각각 그 해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느 조약 또는 국제법 

규범과 마찬가지로 국제조세법과 EU법 및 국제경제법에서의 차별금지원칙은 기

본적으로 각 규범의 근본적인 목표나 존재의의를 감안한 목적론적 해석

(teleological interpretation)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984) 이런 전제하에, 여기

서는 여타 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의 지도원리

(guiding principle)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조항의 규범적 구성요소 

및 이를 반영한 개정 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의 장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경제법적 시각에서 보는 차별과세는 결국 조

세조치가 국제통상과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EU법에서도 차별과세는 상품, 서비스, 인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역내 단일시장의 달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었다. 즉, 양 규

범 모두 구체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외국의 상품․서비스․투자․서비스공급자 및 투자

자 등에 대해 국내 상품․서비스․투자․서비스공급자 및 투자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조세상의 취급 또는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법적 관점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조세목적상 다르게 취

급된다는 기본 전제하에, 납세자의 국적, 고정사업장의 소득, 비용공제 및 자본소

유에 관한 차별적 과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들 조항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

는 지도원리 내지 근본원칙이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개별적·파편적이라는 문제

가 있다.  

   그러면,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의 지도원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비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먼저, 국제거래의 유

형별로 조세차별의 형태를 분류하고, OECD 모델과, EU조약․기타 통상조약에서 

다루는 차별이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아래 표는 Warren 교수가 국제거래를 생산자와 생산의 내외 구별에 따

라 4가지 사업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985) 

984) 더욱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법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창희, 
앞의 책(주 5)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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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

(domestic production)

외국생산

(foreign production)

국내생산자

(domestic producer)
 1 2

외국생산자

(foreign producer)
 3 4 

차별의 형태
   OECD 

차별금지원칙

     EU

차별금지원칙
        기타

대내거래 선호

 (1<3)
     -      -

v (OECD 유해조세작업)

v (EU 보조금 금지제도)

대내거래 제한

 (1,2>3,4)
     v      v v (통상조약) 

대외거래 선호

 (1<2)
     -      -

v (통상조약)

v (EU 보조금 금지제도) 

대외거래 제한

 (1>2)
     -      v 

v (조세조약 이중과세 

  방지)

 < 표 10 > 국제거래의 유형 

 

   위의 표에서 보듯이 Warren 교수에 따르면 국제적 사업활동은 국내생산자의 

국내생산(1), 국내생산자의 외국생산(2), 외국생산자의 국내생산(3) 및 외국생산자

의 외국생산(4)의 4가지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Mason 교수는 대내 또는 대외거

래에 대한 선호 또는 제한을 통해 직접세의 차별이 일어나는 형태를 다시 4가지

로 분류하고, 이들 차별 형태에 대해 OECD모델, EU법 및 통상조약에 존재하는 

법적인 제한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고,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986) 

< 표 11 > OECD모델, EU법 및 통상조약의 조세차별에 대한 접근법 비교 

   

985) Mason, “Tax Discrimination and Capital Neutrality”, World Tax Journal,  IBFD, 
June 2010, p. 127. 

986) Id. p. 127-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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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대내거래 선호(inbound preference)는 국내생산자의 국내생산(1)보다 외

국생산자의 국내생산(3)을 세제상 우대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지역 

설정(ring fencing)이나 조세감면(tax holidays)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OECD의 유해조세작업(harmful tax practices)이나 EU법의 국가보조금 금지제도 

등이 적용되나, OECD 모델의 차별금지조항에는 별도의 금지규정이 없다.  

   둘째, 대내거래 제한(inbound restriction)은 국내생산자(1, 2)에 해당하는 거주

자 또는 내국인을 외국생산자(3, 4)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보다 세제

상 우대하는 것으로, 일종의 조세를 통한 보호주의(tax protectionism)라고 할 수 

있고, 바로 OECD 및 EU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또한 통상조약의 

차별금지원칙도 이러한 차별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셋째, 대외거래 선호(outbound preference)는 국내생산자의 국내생산(1)보다 

국내생산자의 외국생산(2)을 세제상 우대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대해 

국내투자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에 대해 OECD나 EU의 차별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EU나 WTO의 보조금 

금지제도는 적용될 수 있다. 

   넷째, 대외거래 제한(outbound restriction)은 국내생산자의 국내생산(1) 보다 

국내생산자의 외국생산(2)을 세제상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내자본의 국내

투자를 통해 국내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대해 OECD의 차별금

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EU의 차별금지원칙은 적용된다. 다만, OECD 모델의 

이중과세방지조항에 따라 이러한 대외거래 제한은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정리한 결과를 보면, 결국 대내거래 제한(1, 2>3, 4)은 OECD 모델, EU

법 및 통상조약의 차별금지조항 모두가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차별의 형태로서, 

이들 규범 간 조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와 같이, 대내거래 제한이라는 차별에 

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터잡아, 아래에서는 

조세정책의 일반적인 지도원리인 공평과 효율(equity and efficiency) 개념을 국제

조세측면에서 공평한 경쟁여건의 보장과 조세중립성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조세

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의 지도원리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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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공평한987) 경쟁여건의 보장: 역사적·규범적 측면 

   조세조약의 일차적인 체결이유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중과세의 방지가 왜 필요한가를 따져보면 결국 조세조약의 근본목적은 

국가 간 무역과 투자의 촉진이라고 보아야 한다.988) 이러한 근본목적에 비추어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차별의 금지를 통해서 시장의 왜

곡을 순화(醇化)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공평한 경쟁의 조건(level playing field)

을 마련해 줌으로써989) 조세조약의 근본 목적인 무역과 투자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평의 이념을 국제조세에 적용하면 같은 활동을 하거나 같은 상

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국적 또는 거주성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과세상의 대

우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Graetz 교수는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

칙은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해 공정한 대우(fair 

treatment)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발전하였다고 한다.990) 그에 따르면, 외국인

을 포함한 모든 인이 세법과 조세조약을 포함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공

정성과 상호존중(fairness and mutual respect)에 기반을 두고 있다.991)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일본의 후찌 케이고(渕 圭吾) 교수는 1920년대 국제연

맹시대의 문헌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992)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 과세원칙

(OECD 모델 제5조, 제7조)과 고정사업장 과세에 대한 차별금지원칙(OECD 모델 

987) 여기서 ‘공평한’은 영어 ‘equitable’의 우리말 표현으로 쓰기로 한다. 아래에서 원문

에 따라 공정한(fair)과 공평한(equitable)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아래 논의에서 

보듯이 역사적·규범적으로 차별과세의 금지는 통상의 ‘공평한’ 대우(equitable 
treatment of commerce)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988) OECD 모델의 서론(Introduction) 부분에서도 이런 측면이 잘 지적되고 있다. 즉, “국
제적 이중과세는 재화, 용역, 자본, 기술 및 인의 국가 간 이동에 장애가 되고 국가 

간 경제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말

할 필요도 없다”라고 되어 있다. OECD 모델 서론 제1문단. 

989) Van Raad 교수는 이와 같은 공평한 경쟁조건에 대해 이는 원천지국으로서 조세조

약 체약국들의 정치적 선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Van Raad, ¶ 5.1. 

990) Graetz, “Taxing International Income: Inadequate Principles, Outdated Concepts, 
and Unsatisfactory Policies”, 54 Tax L. Rev. 261, 2001, p. 300.

991) Id. 

992) 渕 圭吾, 国際課税と通商・投資関係条約の接点, 経済産業研究所, RIETI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10-J-040, 2010年７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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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3항)은 기실 '통상의 공평한 대우(equitable treatment of commerce)'를 

규정한 국제연맹규약 제23조 (e)항993)에서 기원한다고 주장한다. 동 교수에 따르

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no taxation without 

PE)라는 원칙과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할 수 있다(이른바 귀속주의)는 원칙은 원래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보다는 투자

에 관한 내국민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

거로 1923년 국제연맹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의 '통상의 공평한 대우 

보고서'994)에서 조세에 관하여 외국인․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사업에 대

한 과세권의 한계를 규정한 부분995)이 모델조세조약을 논의한 국제연맹 재정위

993) 동 규정 원문은 다음과 같다. 
     "Subject to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existing or hereafter to be agreed upon, the Members of the League: e) will 
make provision to secure and maintain freedom of communications and of 
transit and equitable treatment for the commerce of all Members of the 
League."

994) 1919년 9월 국제연맹이 규약 제23조 제e항의 의의와 범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경

제위원회에 제출토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渕 圭吾. p. 11.

995) 1923. 7. 2. 경제위원회가 국제연맹 이사회에 제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대우

(Treatment of Foreign Nationals and Enterprises)에 관한 10개 조의 의무사항으로 

각각 제1조와 제3조에 해당한다. 이 10개 조는 원래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다자간 

조약안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며, 이 두 조항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경제위원회의 논의

를 거쳐 1929년까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으나, 결국 동 조약 논의는 실패하였다. 
Id. p. 12-19.

     ‘Section F. Fiscal Treatment
     Article 12. 

     1. In the matter of taxes and duties of every kind or any other charges of a 
fiscal nature, irrespective of the authority on whose behalf they are levied, 
nations of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enjoy in every respec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ies, both as regards their person 
and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including their commerce, industry and 
occupation, the same treatment and the same protection by the fiscal authorities 
and tribunals as nationals of the country. 

     [2. In fixing the rates of taxation and duties of any kind levied on commerce 
and industry, no discrimination shall be made on account of differences in the 
origin of the goods employed or offered for sale.] 

     Article 13. 
     Each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s in its territory not to subject 

the permanent industrial, commercial or agricultural establishments of nationals 
of other High Contracting Parties, whose principal establishment is situated in 
another territory, to higher taxes or charges, taken as a whole, than those borne 



- 278 -

원회(financial committee)에서 고려되어 현재의 모델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원

형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을 당시 논의과정에 관한 문헌을 근거로 설득력있게 제

시한다. 결론적으로 동 교수는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보다 통상․투자조약의 차별금지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면,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통상조약의 차별

금지조항은 역사적 발전과정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근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공평한 경쟁여건의 보장'이라는 원칙을 

차별금지조항의 기본원리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앞 III.3.2.에서 본 GATT와 GATS의 차별금지원칙을 상기해 보자. 

즉, GATT의 내국민대우조항의 근본 취지는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간 동일한 경쟁

조건의 확보이며, GATS 내국민대우조항의 차별여부 판단 기준도 내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외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간 공평한 경쟁조건의 보장이다.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 조항 역시 외국인 투자가에게 내국시장에서 내국민과 동

일한 경쟁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또

한, EU 역내 단일시장의 핵심원칙인 EU법의 4대 자유도 결국 이러한 자유를 보

장함으로써 역내에서 생산자와 생산요소들의 공평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려는 것

이며, 이와 관련, EU는 특히 역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Law)996)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법적 관점에서 보아도, 위 II.2.1.4.에서 본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상당수 국가들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서 공평한 경쟁여건의 보장을 지

지하는 규범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997) 

2.1.2. 조세중립성의 기준 고려: 현실적 측면  

   국가 간의 자본이동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을 다루는 기준으로는 1960년대 

in like conditions by its own national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ill determine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article, either by adapting their internal legislation or by means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996) EU 경쟁법의 핵심 규정은 TFEU 제101조이다. 

997) 2008년 IFA Cahiers에 따르면 국별 보고서를 낸 31개 지부 중 10개국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이 명시적으로 조세에 적용되며, 헌법상 평등원칙이 명시적으로 또는 해석

상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국가는 16개국에 달한다. IFA, p. 4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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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gy Musgrave의 연구998) 이후로 자본수출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 

CEN)과 자본수입중립성(Capital Import Neutrality: CIN) 이론 등이 제시되어 왔

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세중립성 기준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자본이동과 관련하

여 국제통상과 국제조세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세중립성은 경쟁중

립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 자본수출중립성(CEN)과 자본수입중립성(CIN)

   CEN은 국내나 해외 어느 쪽에 투자하더라도 세부담이 같아서 투자의 왜곡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자본의 국내외 분배는 세전수익이 같은 점에서 균형을 이루

게 되어 최적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999) 이는 납세자 입장에서 자본을 

국내에 투자하든 해외에 투자하든 관계없이 같은 세금을 부담하므로 장소적 중

립성(locational neutrality)을 추구한다.1000) 세계전체로 CEN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오로지 자국 거주자들에게만 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원천지

국의 과세를 인정하면서 자국의 거주자들에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완전히 

공제(필요한 경우 환급)해 주는 방법이 있다.1001)   

   반면, CIN은 자본수입국의 입장에서 자국에 속하는 자본과 외국에서 온 자본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없는 것을 말한다.1002) 즉, CIN은 자본의 소유자가 누구

인가에 따라 세부담에 영향이 없으며, 이는 첫째, 어느 국가에서 경쟁하는 투자

자 전부를 조세상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과, 둘째,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는 자국 

거주자의 해외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1003)  

   한편, 전 세계적인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투자의 장소와 투자자의 거주지를 조

세중립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즉, CEN과 CIN을 동시에 달성하

998) Peggy Musgrave는 이와 관련 다음 두 편의 저작이 있다. T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come - An Economic Analysis(1963), United States T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come(1969).

999) 이창희, “세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2009. 3, p. 239. 

1000) Mason, 앞의 글(주 985), p. 130.

1001) Id.

1002) 이창희, 앞의 글(주 999), p. 246.

1003) Mason, 앞의 글(주 985),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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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말한다)이 이상적이며,1004)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

화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CEN은 거주지국의 국내활동에 대한 조세와 거주지국

과 원천지국의 활동에 대한 조세가 같으며, CIN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활동

에 대한 조세가 원천지국의 국내활동에 대한 조세와 같은 것을 말하므로,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한다는 것은 거주지국의 국내활동에 대한 조세가 원천지국의 

국내활동에 대한 조세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005)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세율과 과세표준의 조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

이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효율의 관점에서 경

제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CEN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투자의 결정은 저

축의 규모보다는 자본의 수익률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1006) 

 나. 속지주의의 현실과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그러면 각국의 현실에서 CEN과 CIN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 이 질문

에 대한 답은 대체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CEN 또는 CIN을 완전히 추구하거나 

실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1007) 오히려 CEN을 표방하는 국가에서도 

일부 CIN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1008) 또한 CIN을 내세우는 국가에서도 이를 충

분히 달성하고 있지는 않다.1009)  

1004) 즉, 조세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투자자본의 전 세계적인 배분이 조세가 있

는 경우와 다르다면 그 조세는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Graetz, 앞의 글(주 

990), p. 285. 

1005) Mason, 앞의 글(주 985), p. 131.

1006) Graetz, 앞의 글(주 990), p. 285. 그러나, Green 교수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이 글로

벌 자본이동에서 더 이상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CEN의 경제적 타당성

은 그 근거가 약화되었다고 한다. Green, "The Troubled Rule of 
Nondiscrimination in Tax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26 Law & Pol’y Int’l 
Bus. 113, 1994, p. 140-141. 

1007)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CEN(외국납부세액공제)과 CIN(해외자회사 배당소득 면

제) 채택국가를 구분하자면, CEN은 8개국, CIN은 26개국이다. 조세연구원, “해외자

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2011. 12, p. 16.

1008) 예를 들면, 전 세계 소득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한 국가라 하더라도 외국

납부세액을 완전히 공제해 주지는 않고 공제의 한도를 정하거나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이연(deferral) 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다.  

1009) CIN 국가에서도 거주지국 입장에서 외국 원천소득 중 사업소득과 같은 능동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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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더욱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국제투자에 있어서 전 세계 소득 과세원칙(또는 속인주의)은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 이와 관련, 우선 법인의 거주지 문제부터 살펴보자. 국제조세법

상 법인의 거주지는 크게 두 가지, 즉,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와 법인의 설립준거법지(place of incorporation)를 기준으로 판단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010) 그런데, 법인의 거주지는 사실 투자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어느 나라에든 형성이 가능하며,1011) 이에 따라 속인주의하에서는 외국

법인이라는 형식을 빌기만 하면 전 세계 소득 과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1012) 

결국, 전 세계 소득 과세라고는 하여도 현실에서는 속지주의 과세원칙(즉, CIN)이 

지배하고 만다.1013) 이와 관련, Graetz 교수는 법인의 거주지 개념의 취약성과 조

작가능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속인주의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오히려 원천지국

과 관련 있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을 미국 국제조세정책의 개혁방안으

로 제시하고 있다.1014) 

득에 대해서만 과세면제를 하고 수동적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한다든지, 원천지국 

입장에서 비거주자에 대해 차별적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1010)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소재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

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도 추가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 참조.   

1011)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법인이 어느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도 되지 않을 수 있다. 
2013년 5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조사소위원회(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는 다국적기업의 역외소득이전(offshore profit 
shifting)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동 청문회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의 

Apple社 사례연구에 따르면, 아일랜드에 설립된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AOI), Apple Operations Europe(AOE), Apple Sales International(ASI) 
등 Apple의 3개 해외 자회사 모두 세법상 거주지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일랜드의 법인 거주자 판단기준이 실질적 관리장

소이며(이들 자회사의 이사회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의 법인 

거주자 판단기준이 설립준거법지이므로,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가 될 수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아무튼 세법상 거주지가 없는 ASI의 경우 2009년-2013년 

간 발생한 약 740억 달러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동 조사보고서는 http://www.hsgac.senate.gov/download/?id=CDE3652B-DA4E-4EE1- 
B841-AEAD48177DC4 참조.  

1012) 이창희, 앞의 글(주 999), p. 260.

1013) Id. 이러한 속지주의 현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처방안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부

터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피지배외국법인세제(우리나라 국조법에서는 특정외

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라고 부른다)이며,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란을 거쳐 여전

히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타협의 결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Id. 



- 282 -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속지주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속인주의보다 못하지

만, 현실의 과세논리로는 더 타당하다. 이러한 국제조세법상 속지주의는 국제투

자를 포함하는 국제통상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 즉, 위의 GATS 제17조 

제3항에서 외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내국 서비스 또는 서

비스 공급자에 유리하도록 경쟁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내국민대우 위반의 

판단기준으로 삼듯이 - 경쟁중립성으로 나타나며 이는 국제조세와 국제통상을 

아우르는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경쟁중립성이라는 용어는 원래 자본수입국

의 내자와 자본수출국에서 온 외자 사이에 경쟁의 왜곡이 없으려면 둘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는 CIN과 같은 개념이

다.1015) 따라서, 차별과세 금지의 관점에서는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경쟁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원칙 달성에 방해가 되는 차

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차별금지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일반적인 정치적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외국인의 국내활동에 대한 조세

상 차별 문제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인은 원천지국(투자유치국)에

서 정치적 대표성이 없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보호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반면, 내국인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본국의 주권에 대한 

고려 때문에 조세조약에서 차별금지원칙의 일부로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

다.1016) 

2.2. 실체규범적 조화 방안

   아래에서는 조세조약과 통상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현행 

미국 및 OECD 모델이 제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안으로는 조세조약

과 다른 조약과의 경합 또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OECD 모델의 

차별금지조항 실체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여 비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과의 조

화를 모색한다.

1014) Graetz, 앞의 글(주 990), p. 323.

1015) 이창희, 앞의 글(주 999), p. 246; 경쟁중립성은 이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조세의 공평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Mason & Knoll, 
“What is Tax Discrimination?”, 121 Yale L. J. 1014, 2012, p. 1021. 

1016) Mason, 앞의 글(주 985),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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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기존의 충돌 방지 방안과 그 한계

 가. 미국 모델조세조약 

   2006년 미국 모델 제1조 제2항과 제3항은 조세조약과, GATS를 비롯한 기타 

조약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일반적 범위)1017) 

   2. 이 협약은 a) 체약국의 법 또는 b) 어느 체약국이 당사자인 어떤 다른 협

정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a) 이 조 제2항b)의 규정에 불구하고, 

       i) GATS 제22조 제3항의 목적상 체약국들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특히 어느 조세조치가 이 협약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한 문제는 이 협약 

제25조(상호합의절차)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는데 합의한다.

       ii) 어느 조세조치가 이 협약 제24조(차별금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양측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GATS 제1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이 항의 목적상 “조치”는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기

1017)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This Convention shall not restrict in any manner any benefit now or hereafter 

accorded: 
      a) by the laws of either Contracting State; or 
      b) by any other agreement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are   parties. 
     3.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b)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 for purposes of paragraph 3 of Article XXII (Consulta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that any 
question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whether a taxation measure is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shall be determined exclusive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is Convention; and 

       ii) the provisions of Article X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shall not apply to a taxation measure unl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agree that the measure is not within the scope of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of this Convention. 

      b)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measure” is a law, regulation, rule, 
procedure, decision, administrative action, or any similar provision 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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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유사한 규정 또는 행위를 말한다. 

   우선 제2항은 이른바 보존조항(preservation clause)으로 조세조약에 따른 혜

택보다 국내법 또는 다른 조약에서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국내법 또는 조약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1018) 그러한 조약의 

예로서 미국이 조세조약 체약당사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을 들 수 있다.1019) 

   제3항은 제2항의 예외로서, (a)(ii)항은 특히 조세차별과 관련한 GATS의 내국

민대우(제17조) 규정의 적용은 양측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 제24조(차별금

지)가 아닌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뜻이며, 

(a)(i)항은 GATS 제22조 제3항1020)의 목적상 어느 조세조치가 조세조약의 적용범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에 따라서만 결정된다는 뜻이

다. 결국 제3항은 어느 조세조치가 GATS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양 체

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결정하도록 하여 조세조치에 관한 조세조약의 우선 적

용가능성을 명시하였다. 또한, 제3항은 GATS 제22조 제3항에서 내국민대우의 예

외로 조세조약을 규정한 부분과, 어느 조세조치에 대한 GATS 제22조 제3항의 분

쟁해결절차 회부 문제는 양측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이 우선하도록 하는 OECD 

모델 주석서의 내용(아래 참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18) 이 조항은 조세조약의 체결의 결과로 납세자가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보다 불리하

게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OECD 모델이나 우리나라 조세조약에

는 없는 조문이다. 

1019) 즉, 주둔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따른 군인의 면세혜택은 

조세조약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한-미 SOFA(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

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제14조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조세로부터 면제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이 협정은 한-미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0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A Member may not invoke Article XVII, either under this Article or Article 

XXIII, with respect to a measure of another Member that falls within the scop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hem relating to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Members as to whether a 
measure falls within the scope of such an agreement between them, it shall be 
open to either Member to bring this matter before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The Council shall refer the matter to arbitration.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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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미국 모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실제로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다른 조약과의 경합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그 예가 개정 미-영 조세조약

(2003년)인데, 동 조약 제1조 제2항은 위의 미국 모델 제1조 제2항과 같고, 제3

항은 다음과 같이 약간 차이가 있다.1021)  

   3. a) 이 조 제2항b)의 규정에 불구하고, 

       i)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 특히 어느 조세조치가 이 협약의 적용대상

인지에 관한 문제는 이 협약 제26조(상호합의절차)에 따라서만 결정된

다.

       ii) 어느 조세조치가 이 협약 제25조(차별금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양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GATS 제2조 및 제

17조의 규정은 동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이 항의 목적상 “조치”는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기

타 유사한 규정 또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미-영 조세조약의 해설서(Technical Explanation)는 제3항a)ii)에 대해 

GATS 제2조(최혜국대우) 및 제17조(내국민대우) 이외에, 미-영 간 체결된 조약 

중 차별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3개의 조약(즉, GATT, 1815년 미-영 통상조약 

1021) 2003년 미-영 조세조약은 사실 1996년 미국 조세조약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아래 1996년 모델의 제1조 제3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96년 모델이 

2003년 미-영 조세조약과 다른 점은 아래 제3항b), 즉, GATT의 내국민대우와 최혜

국대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약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조세조치에 적용되

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2(b):
       (a)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is 

Convention exclusively shall apply to any dispute concerning whether a 
measure is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and the procedures under this 
Convention exclusively shall apply to that dispute; and

       (b) unl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determine that a taxation measure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s of this 
Convention exclusively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at measure, except for 
such national treatment or most-favored-nation obligations as may apply to 
trade in good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No 
national treatment or most-favored-nation obligation under any other 
agreement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at measure.

       (c)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measure" is a law, regulation, rule, 
procedure, decision, administrative action, or any similar provision 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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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794년 미-영 우호통상항해조약)이 더 있으나, GATS를 제외하고는 소득세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양 정부가 판단하였다고 되어 있다.1022) 

   이에 대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 제출된 동 

조약 심사보고서1023)는 이러한 미국 재무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의 3개 조약

이 실제로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열거된 3개의 조약 이외에도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경합하는 조약이 양국 

간에 체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러한 경우 양 조약의 충돌문제를 해

결할 방안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였다.1024) 결국 동 심사보고서는 

앞으로 어느 납세자가 미-영 간 체결된 다른 조약으로 조세에 관해 차별금지원

칙을 주장하는 경우 양원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 보고

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였다.1025) 

1022) 이에 앞서, 동 조약의 일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약의 조문별로 구체적인 적용문

제에 관한 양 정부 간 합의를 담은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에서는 이러한 4
개의 조약을 열거하면서, 이 4개 조약 외에 차별금지의무를 포함한 다른 조약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양 체약국은 그러한 다른 조약과 조세조약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조약의 개정 문제를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With reference to paragraph 3 of Article 1 (General Scope):
      it is understood that,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the only 

agreements in force as between the two Contracting States that may impose 
national treatment or most-favoured nation obligations are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 Convention to Regulate the Commerce between the Territorie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His Britannic Majesty, signed in London on July 3rd, 1815, and 
the Treaty of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between His Britannic Majes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at London, on November 19th, 1794. 
If it is determined that there were, at the date of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additional agreements in force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that 
create such obligations, the Contracting States will consider whether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are necessary to ensure the proper interaction 
of the Convention and such other agreement with respect to tax measures.“

1023) Explanation of Proposed Income Tax Treaty이며, 이 심사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제출한 당해 조세조약의 해설서를 검토하여 상하 양원 합동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서 작성한다. 합동조세위원회는 조약안 검토과정에서 대

부분 미국 재무부의 조약안과 해설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만, 미국의 국익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문 또는 해석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도 한다. 

1024) 심사보고서 p. 9-10.

1025) 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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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다른 조약의 상호관계를 두고, 미국 모델조약과 

아울러 조세조약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문제제기는 미국이 특히 조세

에 관한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문제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

례라고 하겠다.1026) 

 나. OECD 모델 주석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ECD 모델 주석서는 GATS 제22조 제3항(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내국민대우 관련 조치의 경우 GATS 분쟁해결절차에서 배제

됨)과 관련하여 어느 조치가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양 

체약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대안적 규정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1027) 실제로 바로 위에서 본 대로 미국이 이와 유사한 규정을 모델조세조약

에 포함하고 있다. OECD가 이와 같은 대안적 규정을 제시하는 이유는 두 가지

로 다음과 같다. 

   첫째, GATS 제22조 제3항의 각주 11에서 GATS의 발효 시점을 전후로 하여 

조세조약에 상이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GATS 이전부터 존재하는 조세조약이 

GATS 이후 개정되는 경우를 감안할 때 적절한 구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다.1028)

1026) 또한, 이는 미국의 조세조약 체결과정에서 상원의 심사과정이 얼마나 엄격하고 신

중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반면,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 일반적인 조약 심사과정은 피상적인 검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조약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당해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거나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

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나라 국회도 행정부가 체결한 조약을 실질적으로 검토

하는 선진적 입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1027) OECD 모델 제25조 주석서 제93문단 참조. OECD가 제시하는 대안적 조문의 원문

은 다음과 같다. 
      “For purposes of paragraph 3 of Article XXII (Consulta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he Contracting States agree that, 
notwithstanding that paragraph, any dispute between them as to whether a 
measur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is Convention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as provided by that paragraph, only with the 
cons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Any doubt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is 
paragraph shall be resolve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25 or, failing 
agreement under that procedure, pursuant to any other procedure agreed to 
by both Contracting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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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어느 조치가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falls within the scope)의 

의미가 생래적으로 모호하다(inherently ambiguous)는 점이다.1029) 즉, 조세조약

의 적용범위 해당여부를 중재절차에 회부하여 결정한다든지 GATS 발효 당시 이

미 존재하는 조세조약의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동 문구의 모호성을 

나타내고, 또한 적용범위(scope)라는 것이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말하는 것인지 ‘조세조약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조치를 말하는 것인지

도 명확치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GATS 외의 다른 통상․투자조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OECD 모델은 이러한 대안적 규정을 적절히 수정하여 조세조약의 적

용대상이 되는 조세와 관련한 다른 통상․투자조약의 이슈에 대해서는 그 다른 조

약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르지 않고 조세조약에 따라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해결토록 하는 조문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030)  

   이러한 OECD의 입장은 조세조약과 다른 조약 간 조세조치를 둘러싼 경합이

나 충돌의 경우를 감안하여 OECD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으로서, 한편 

조세 문제를 대하는 통상·투자당국과 조세당국의 상반된 태도를 볼 수 있는 단적

인 예라고 할 것이다.1031)

 다. 평가  

   위에서 본 미국과 OECD 모델 규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과세상 차별조치가 

비조세조약(특히, GATS)의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GATS의 분

쟁해결절차가 아닌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차별과세 

문제에 관해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동 조세조약이 다른 통상․투자조약

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OECD 모델의 차별금지조항을 그대로 둔 채, 미국 모델의 

조문과 OECD 모델 주석서의 예시 규정만으로 다른 조약과의 경합 또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규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1028) Id. 제91문단.

1029) Id. 제92문단. 

1030) Id. 제94문단. 

1031) 김정홍, 앞의 글(주 283), 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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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미-영 조세조약 심사보고서 및 앞 1.2.1.에서 본 예로서 충분히 설명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OECD 모델 조문의 개정을 통해 비조세조약과의 조화를 도

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2.2.2. 조세조약의 실체규범적 개선 방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차별 문제는 투자협정, WTO, FTA 및 EU에서 다루

는 정도와 적용범위가 각각 다르다. 즉, 가장 기본적인 국제통상체제인 WTO는 

GATT와 GATS에서 조세차별 문제를 최소화하여 다루고 있으며, FTA와 같은 지역

무역협정 또는 투자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체약국들의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조

세차별의 범위가 규정되나 대체로 수용 등 일부 조세조치를 제외하고 조세를 조

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한다. 반면, EU와 같은 경제통합지역에서는 조세차별 문

제를 심각하게 다룬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조약의 관점에서는 비조세조약과의 조화를 위해 조세조약

상 차별금지원칙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EU 아닌 일반적인 

국가의 상황과, 통합된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EU의 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가. OECD 모델 차별금지조항의 개정 방향 

 1) 차별금지조항의 개정안 

 

   EU 아닌 지역 또는 국가에서는 조세조약과, 투자협정·WTO협정·FTA 등 통상·

투자조약 간 차별금지조항의 조화가 문제된다. 통상·투자조약과의 관계에서 현행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문제점은 어느 국가의 차별과세 조치가 통상·투자조

약의 차별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과 

경합하거나 조세조약의 해석으로는 차별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국 직접세 문제를 WTO 또는 투자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서 다루게 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과 정부뿐만 아니라 당해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 국가의 정부도 원하는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

다.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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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 때, 위 2.1.에서 도출한 조세조약 차별금지원칙의 지도원리, 즉, 공

평한 경쟁 여건의 보장 및 조세의 경쟁중립성 원칙에 터잡아 비조세조약과의 조

화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개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조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1항에서는 조문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원칙과 목적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즉, 공평한 경쟁 여건의 보장과 아울러 조세의 경쟁중립성 원칙을 고려

하여 현행 제1항을 일부 수정한다면, 국적뿐만 아니라 거주성도 포함하여 국적자

와 비국적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경쟁 조건의 평등을 달성하도록 조문을 구성

할 수 있다. 앞의 2.1에서 국내생산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생산자

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을 세제상 차별하는 대내거래의 제한(inbound 

restriction)에 대해 OECD 모델과 통상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이미 지적하였는바, 여기서 비거주자는 외국 생산자의 유형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직접세 및 조세조약의 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주

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상조약의 목적으로 외국 생산자는 

그 외국의 국적자가 아닌 거주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1033) 거주자를 제1항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되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에서 생

산하여 공급하는 같은 상황에 있는 상품·서비스와 비교하여 타방체약국 거주자

(즉, 비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같은 상황의 판단 기준으로 현행 조문의 '특히 거주성과 관련하여(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문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도 '같은 상황'

에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존치하는 경우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하였다.1034) 

   또한, 공평한 경쟁 여건의 보장을 위해, 특히 제7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다르

거나 더 과중한(other or more burdensome)1035)’ 및 제3항의 ‘불리하게 과세되

1032) 정영진, “The Future of the WTO: With or Without Income Tax Regime", 조세법

연구 제10집 제1호, 2004.7, p. 96 참조. 

1033) 앞의 주 946 본문 참조.

1034) 그러나, 이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원천지국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거주성이 과세의 

근거기준이 되는 한, 비거주자와 거주자는 '같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세법의 기본전제는 그대로 유지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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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less favorably levied)’의 의미에 국적자 및 거주자에게 더 유리한 경쟁조건을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해석론을 조문화하였다. 또한 제1항에서 차별의 형

태에 있어서도 직접 및 간접, 명시적 및 음성적 차별을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제1항을 현행 제6항과 연계하여 해석해 보면, 위 1.2.1.라.

에서 본대로 그 적용범위가 통상․투자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을 충분히 대체할 정도

로 의미가 크다. 즉, 모든 조세에 대해, 같은 상황에 있는 국적자와 비국적자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같이 조세차별 문제를 조세조약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넓게 규정함

으로써 비조세조약과의 부조화, 불일치 또는 경합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함에 따

라, 미국 모델과 같이 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

서는 제8항을 신설하여 체약국이 당사자인 다른 통상․투자조약과의 관계에서 조

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동 조항이 다른 통상․투자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조문을 제시하였다. 즉, 어느 조세조치가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측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통상․투자협정의 차별금지조항은 당해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여기서의 통상․투자조약은 WTO협정, FTA, 양자투자

협정 등 통상․투자에 관한 조약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조세조약에서 넓게 조세차별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EU법 및 WTO협정

과 같이 차별조치의 정당화 사유를 포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주권 행사를 보

장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당화 사유로는 조세회피와 탈세의 방지

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나, 이를 포함하여 GATS 제14조 (d)항에서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규정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1036)를 제시하였다. 다만, GATS의 동 조항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예외가 차별과세의 금지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GATS 제14조의 頭文을 약간 수정하여 '자의적이거나 위장된 차별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9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GATS 차별금지조항

1035) 제5항에도 같은 표현('other or more burdensome')이 있으나, 이 항은 차별금지의 

대상이 비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가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국내기업(즉, 국내거

주자)이므로, 신설되는 제7항의 해석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1036) 이러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 항의 각주 6에 예시된 조치들을 참고하여 협상

당사국들이 협의하고 조세조약의 의정서(protocol) 형태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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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문의 해석론에 대해 국제조세기구와 국제통상기구의 

유기적 협력을 끌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상 당사국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타방체약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

자에게 차별금지조항에 따른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상호주의에 따라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정당화 사유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

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넷째, 조세 차별금지원칙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조세조약 체약국 정부 

및 과세당국이 자국의 조세법령과 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

을 제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세상 차별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인 납세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세에 대한 투명성 조항은 투자유치국이 선의의 

외국 투자자에게 불의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외국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세법령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한다.1037) 일반적인 투명성 조항은 

WTO협정, 투자협정, FTA 등 국제경제관련 조약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

다. 여기에 제시된 제10항은 MAI 초안 및 한-우루과이 투자협정에 있는 투명성 

조항을 조세 문제에 적용되도록 약간 수정한 것이다. 

   다섯째, 고정사업장의 차별금지, 비용공제의 차별금지, 자본소유의 차별금지 

등 기존 조항은 개정된 제1항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조문으로 보아 그대

로 유지하였다. 이들 조문은 그 자체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위의 II.3.에

서 이미 지적하였다.

   여섯째,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제2항)은 규범적으로나 실무상 존치할 

의미가 별로 없으므로 삭제하였다.1038)

   마지막으로, WTO법 등에 포함되어 있는 최혜국대우원칙은 2개국 간 호혜적 

협상을 통해 체결되는 조세조약의 근본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위의 고려사항을 반영한 OECD 모델 제24조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037) Walde & Kolo, p. 448.

1038) 앞의 II.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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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ationals or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directly or 

indirectly, and overtly or covertly,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r resident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개정)

  (1. 어느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는 타방 체약국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타방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조세 또는 관련 요건 보다 직

접 또는 간접으로, 그리고 공개적 또는 음성적으로 더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

닌 인에게도 적용된다.)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삭제)

     3.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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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6 

of Article 11, or paragraph 4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현행과 같음)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현행과 같음)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현행과 같음)

     7. The words "other or more burdensome" in paragraph 1 and "less 

favourably levied" in paragraph 3 are interpreted to include the 

situation where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are rendered more 

favorable to nationals, residents or enterpris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n those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the said 

paragraphs. (신설)

     (7. 제1항의 "다르거나 더 과중한" 및 제3항의 "불리하게 부과되는"이라는 

문구는 각 항에서 먼저 언급된 체약국의 국민, 거주자 및 기업보다 타방체

약국의 국민, 거주자 및 기업에게 경쟁의 조건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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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Unl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agree that a taxation measure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is Article, the provisions of national treatment or 

most-favored-nation in trade or investment treaties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are parties shall not apply to that measure.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measure" is a law, regulation, rule, 

procedure, decision, administrative action, or any similar provision or 

action.(신설)

     (8. 어느 조세조치가 이 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한 있는 당

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통상 또는 투자조약의 내국

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규정은 동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

상 “조치”는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기타 유사한 규정 또

는 행위를 말한다.) 

     9.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aragraphs, and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woul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disguised discrimination,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prevented from exercising its legitimate taxing jurisdiction with regard to 

the equitable or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taxes. Likewise, a 

Contracting State may deny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to the nationals 

or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here the nationals or 

residents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are denied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out justifiable 

causes. (신설) 

     (9. 앞의 항들에 불구하고, 자의적이거나 위장된 차별 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어느 체약국은 공평하고 효과적인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정당한 조세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체

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조의 혜

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먼저 언급된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

주자에게 이 조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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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promptly publish, or otherwise make 

publicly available, its laws, regulations,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rulings and judicial decisions of general applic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agreements which ma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rticle. 

Where a Contracting State establishes a tax policy which is not 

expressed in laws or regulations or by any other means listed in this 

paragraph but which may affect the operation of this Article, that 

Contracting State shall promptly publish them or otherwise make them 

publicly available. (신설)

     (10. 체약국은 이 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규정, 절차, 일반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정결정과 법원의 판결 및 국제협정을 신속히 공

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어느 체약국이 법률, 규

정 또는 이 항에 열거된 기타 수단으로 표현되지 않으나, 이 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동 체약국은 신속히 이를 공표하

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중이 알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개정안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세차별 문제에 관한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 간 조화 문제를 관련 국제기구들이 논의하여 조약 해

석의 일관성과 일체성을 제고하는 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1039) 예를 들어,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개정에 따라 비조세조약과의 충돌이나 경합가능성이 

줄어든다면 비조세조약에서는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조세차별 문제에 

대하여는 일반적 배제(general carve-out)를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

이다. 이러한 논의의 기본 전제로서는 역시 조세조약 자체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2) 통상·투자조약의 관점: 조화의 한계 

   위에서 통상·투자조약의 차별금지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현행 OECD 모델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투자조약의 관점에서 차별금지조항, 특히 내국민

1039) 이에 대해서는 뒤 제3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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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는 환경·노동·경쟁·조세 등에 관한 다양한 국내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법적

인 차별(de jure discrimination)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

에도 적용된다.1040) 즉, 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차별

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령은 중립적이나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에 

따라 차별적 효과1041)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1042) 예컨대, 투자협정의 경

우, 어느 조세정책이 차별적 대우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실제 적용과정 또는 

결과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과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협정의 ‘내국민대우’ 또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위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이 개선되더라도 부득이하게 통상·투자협

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여러 국제경제법 규범의 파편화

(fragmentation) 현상에서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제시한 개선

안의 한계이기도 하다.  

 나. EU 내에서의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 개정 시 고려사항

   EU의 상황은 차별과세 문제에 조세조약과 EU법의 차별금지조항이 각각 적용

되는 특수한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EU 내 법원의 조세조약 해석에 ECJ의 

판례가 고려되고 있으며, 같은 사안이 조세조약 해석으로는 금지된 차별에 해당

하지 않더라도 EU법의 4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이런 현실

에서 EU 내에서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가? 

   이에 대해서는 EU의 많은 차별과세 사건들이 EU법의 4대 자유에 근거하여 

제기되고, 이에 대한 ECJ 판례에 따라 회원국들의 차별적 조세제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즉, EU 내에서는 조세조약 차별금

지조항의 규범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1043) 또

1040) 정영진·이재민, p. 51.

1041) 이른 바 시장기반설에 따른 차별이다. 앞의 주 396 참조. 

1042) Id. 

1043) 이와 관련, EU의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조세조약보다는 EU법의 차별금지조항을 

원용하는 것이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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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통적으로 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EU의 회원국들이었으나,1044) 이들 EU국

가들은 조약에 대한 EU법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세조약상 차별

금지조항과 EU법과의 조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1045) 

   따라서, EU 차원에서는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조세조약과 EU법의 조화방안과 

관련하여, EU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세조약과 EU법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조화를 위해 위 III.5.1.3.바.에서 

제시된 몇 가지 방안(즉, 회원국 조세조약의 공동체화, 다자간 조세조약, EU 모델

조세조약, 회원국에 대한 권고, 국내법의 개정) 중, EU라는 경제통합체의 특성을 

감안한 다자간 조세조약을 일종의 '적극적 통합(positive integration)'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EU 회원국 간 다자간 조세조약의 경우, 양자조약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3국 

이상의 국제적 조세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역내 단일시장 참여자들에게 조세조약

의 실체규정을 동일하게 제시함으로써 조세조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조건의 미달과 비효율을 줄이면서1046) 국제거래에 따른 조세 문제의 

법률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자간 

조세조약은 단일시장의 조세장벽을 최소화하고 각 회원국별로 운영되는 조세제

도의 국경 간 효과(cross-border effects)를 조정하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1047) EU 

내 다자간 조세조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EU는 다

른 어떤 지역보다 다자간 조약의 체결을 위한 여건이 낫다. 예를 들면, 북유럽국

가들의 다자간 조세조약(Nordic Multilateral Tax Treaty)1048)의 경험, 1995년 발효

1044) OECD의 전신인 OEEC는 유럽경제협력기구로서 유럽국가들만이 참여하였고, OECD
가 확대된 현재 총 34개 회원국 중에도 21개국이 EU 회원국이다. 

1045) Brown & Mintz,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ax Neutrality and 
Non-Discrimination Clauses under Tax Treaties for Source-Based Taxes" in Tax 
Treaties: Building Bridges between Law and Economics (M. Lang et al. eds.), 
Online Books IBFD, 2010, ¶ 4.1, 주 37. 그러나, OECD의 전신인 OEEC 시절로 돌

아가면 1958년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은 직접세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

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OEEC의 차별금지원칙 논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한다. Bruns, p. 489 참조.   

1046) 위에서 NAFTA 국가 간 조세조약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국 간 무역·투자 및 인

력이동에 대한 공정한 경쟁조건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47) Helminen, The Nordic Multilateral Tax Treaty as a Model for a Multialteral EU 
Tax Treaty, Online Books IBFD, 2014,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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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EU 내 이전가격에 관한 중재협약(Arbitration Convention)1049) 및 직접세에 관

한 EU의 6개 지침1050) 등은 EU의 다자간 조세조약 체결에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1051) 

   한편, 다자간 조세조약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모든 

조세조약 조문에 합의하기 어렵다면,1052) 차별금지조항을 포함한 일부 조세조약 

조문에 대한 EU 차원의 표준문안1053)을 마련하여 EU 회원국들의 조세조약에 반

영토록 하고, 이를 발전시켜 다자간 조세조약에 이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론을 전제로,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을 고려한 다자간 조세조약

의 차별금지조항은 아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차별금지조항의 기본원칙으로, EU법의 4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회원국들의 차별과세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차별금지조항의 해석은 관련 ECJ의 

해석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1054) 이러한 원칙에 더하여 van Raad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사항을 조문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1055) 

   첫째, 적용대상 소득항목의 확대로서,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

로소득, 연예인․체육인 소득 등 순소득 과세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에 차별금지규

정을 적용하는 것이다.1056)

1048)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체약당사국으로, 1983년 체결 이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고, 다자간 조세조약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은 OECD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체약당사국 사정에 따른 일부 특수 규정

을 둔다.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보면, 배당은 10% 지분 보유 시 0%(기타 

15%), 이자·사용료는 0%로 규정하고 있다.

1049) Convention 90/436/EEC on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onnection 
with the adjustment of profits of associated enterprises. 이 협약의 핵심내용은 

EU 회원국 간 이전가격과세분쟁을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2년 내에 해결하는 데 실

패하는 경우, 중재를 위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ssion)가 구속력 있는 결정

을 내리는 것이다. 

1050) 앞의 주 561-566 참조. 

1051) 여기에 더하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의 확대 동향도 

EU 차원의 다자간 조세조약의 체결 가능성을 밝게 한다.

1052) 그래서 미참여국가가 있는 경우 참여국가들 간 먼저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    

1053) 이는 앞의 주 813에서 설명한대로 OECD 모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조

문들에 한해 EU법 해석론을 반영하여 EU 모델조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1054) Helminen, 앞의 글(주 1047), ¶ 2.3.2.8. 참조.

1055) Van Raad, ¶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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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비거주자에 대한 숨은 차별에도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키 작은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거주자이든 비

거주자이든 일정한 신장 이상의 사람에게 불리한 조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숨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다.1057) 

   셋째, 거주자의 외국 연관성(foreign link)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거주자에 

비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여, OECD 모델 제24조 제4항(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

지)과 제5항(자본소유에 따른 차별금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

는 것이다.1058) 예를 들어, 그룹과세제도의 경우 거주자인 자회사 간 거래만이 고

려대상인 경우는 모회사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그룹과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금지되는 차별에 원천지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하는 거주지국에 의한 자

국 거주자의 차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1059) 즉, 거주지국이 어느 거주자의 외국 

원천소득을 같은 상황에 있는 국내 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경우, 이를 차별적 조세조치로 보자는 것이다. 

2.3. 분쟁해결절차적 고려사항1060) 

   위에서 실체규범적으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 간 조세차별 문제의 조화를 

위해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조세조약 차

별금지조항의 실체적 규범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에 관한 분쟁해결절

차이다. 차별과세 문제가 실제 분쟁으로 제기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분쟁해결절차

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개선의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이

다. 또한, 차별과세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상․투자조약과 조세조약의 

분쟁해결절차가 병존함에 따라 '법정선택(Forum Shopping)'의 문제가 발생할 우

려도 제기되며, 일각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구제절차를 끝낸 후에 통상․투자조

1056) Id. ¶ 5.2.1.

1057) 다만, 이러한 숨은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실제 적용할 때의 문제점은 차별여부의 

판단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Id. ¶ 5.3. 

1058) Id. ¶ 5.4.

1059) Id. ¶ 5.5. 

1060) 이 절의 상호합의절차 및 조세중재에 관한 부분은 김정홍, 앞의 글(주 283), 해당 

부분을 수정·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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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1061) 

   아래에서는 우선 국제조세분쟁의 전통적 해결제도인 상호합의절차와, 그 보완

제도로서 최근 국제조세법의 주요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중재제도를 소개한 후, 

국제통상․투자분쟁 해결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국제조세분쟁 해결제도가 나

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2.3.1. 국제조세분쟁의 해결: 상호합의절차와 그 보완수단으로서의 중재 

 가. 상호합의절차

      

 1) 상호합의절차의 기능과 한계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상호합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조세조약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세조치를 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그의 거주지국 과세당

국1062)에 해당 사건을 제기하여 양 체약국의 과세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절차이며,1063) 둘째는 조세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양 체약국 간 상호합의절차이다.1064) 

1061) Green, “The Interaction of Tax and Non-Tax Treaties”,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Tax Treaty Monitor, IBFD, June 2002, p. 256.  

1062) 정확한 표현은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이고,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은 ‘재무부 장관(또는 국세청장)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개별적 과세사안에 대한 상호합의는 국세

청장이 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권한 있는 당국을 편의상 ‘과세당국’과 혼용하여 

사용한다. 

1063) OECD 모델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 유형은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상호합의절차로서 조세조약의 제1차적 목적인 이중과세의 회피와 관련된 사안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 대표적 예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존재 여부 및 소득귀속 문제,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문제,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세문제, 납세자의 거주지 결정 등이 있다. OECD 
모델 제25조 주석서 제9문단 참조. 

1064) OECD 모델 제25조 제3항 참조. 이러한 유형의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의 어느 조문

이나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국내법의 개정에 따라 조세조약상 실체규정이 

영향을 받는 경우의 해결 등과 같이 조세조약의 운용에 일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상호합의로, 주로 양 체약당사국의 재무부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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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합의절차의 기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방체약국에 의한 부당한 과세의 

방지로 요약할 수 있다.1065) 국제법적 시각에서 보면, 자국 거주자(납세자 또는 

투자자)가 외국에서 조세조약에 합치되지 않는 과세조치를 당하는 경우, 거주지

국의 정부(과세당국)가 외국 정부(과세당국)를 상대로 일종의 외교적 보호권

(diplomatic protection)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호합의절차의 

기능을 감안하여 상호합의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호합의절차에서 과세당국은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양 과세당국의 협의에는 서신교환, 이메일교환, 화

상회의, 대면협의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며,1066) 협의에 따라 반드시 

합의에 이를 의무는 없다.1067) 또한, 일방의 상호합의 요청에도 상대방이 이에 응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1068)

   둘째, 상호합의절차에 과세당국만이 참여하고 납세자는 배제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상호합의의 전 과정은 불투명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세

당국 간 조세법 원칙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정치적인 타

협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호합의절차를 제기한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의 결과만을 통보받게 되

어, 납세자 입장에서 최적의 권리구제가 도출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와 같이, 과세당국 간 비공식적 협의에 의한 타협을 위주로 분쟁을 해결하

는 상호합의는 실제로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과세당국 간 오랜 협의 끝에 상호합의가 결렬되는 문제점이 그 한

계로 지적되어 왔다.1069) 

며, 통상 그 결과를 합의문 형식으로 하여 공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조법 제27조 

제2항도 이러한 공표를 염두에 둔 조문이다. 

1065) 이경근 외, p. 693. 

1066) OECD 모델 제25조 주석서 제58문단 참조.

1067) OECD 모델 제25조 제2항은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라고 되어 있다.

1068) 벨기에 법인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송부한 투자자-국가 중재 통보서에 따르면, 
우리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대해 론스타는 2007. 8. 8. 거주지국인 벨기에 과세당국

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였으나, 우리 국세청의 거부로 인해 상호합의가 개시되지 않

았다고 한다. 론스타측 Memorandum 제53문단 참조.

1069)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OECD의 통계를 보면, 2012년 말 현재 보고된 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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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호합의절차와 사법절차의 관계 

   상호합의절차는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가장 적

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을 

따지는 사법절차보다 납세자의 구제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과는 별개로 사법절차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데, 이와 같

이 상호합의절차가 제기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해당 과세사건이 법원의 쟁송에 

繫屬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사법절차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진행 및 종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1070)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상호합의절차에 우선한

다.1071) 또한 상호합의의 결과를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

을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3) 차별과세 문제에 대한 적용 

   일반적으로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은 어느 체약국의 과세조치보다는 당해 국가

의 세법규정 자체가 문제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국내조세정책 문제가 

양국 정부 간 상호합의의 대상이 되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혐의가 있는 체약국

의 조세당국은 자국 정부의 조세정책이 조세조약을 위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1072) 

   따라서, 차별금지조항 관련 국제조세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성격상 다른 조세

의 미해결 상호합의 사안은 4,061건으로 2006년 말에 비하여 72.7% 증가하였고, 
사안 해결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23.20개월(2012년)이라고 한다. 또한 OECD 국가

들의 상호합의 미해결 건수 중 90% 이상이 비회원국과의 상호합의 사건이라고 한

다. http:// www.oecd.org/ctp/dispute/2012mapstatisticsreleased.htm 참조 

1070) OECD 모델 제25조 주석서 제42문단 참조. 

1071) 국조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3조 제4항 참조.

1072) 한편 일반적으로 상호합의가 개시되려면 납세자의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이 당해 납

세자의 청구를 지지하고 상대 체약국과 상호합의절차에 나서게 되는데, 만약 양 과

세당국이 문제의 조세조치가 차별금지조항을 포함한 조세조약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상호합의절차는 개시 자체가 되지 않는다. Ault & Sasseville,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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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분쟁과 비교할 때 권한 있는 당국 간 상호합의로 분쟁이 해결되기는 상

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오히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차별적 조세조치를 조세조약의 위반으로 해당국의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실제로 II.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다루는 차별금지

조항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의 경우 차별금지조항의 위반 사건도 

일반적인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분쟁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의 입장을 고

려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별로 문제 되지 않기 때문이다.1073) 

 나.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수단으로서의 중재1074)

 1) OECD 모델의 중재제도 

   조세조약에 대표적으로 중재제도를 둔 것은 1989년 미국-독일 간 개정 조세

조약 제25조이나, 동 조항은 이전가격분야에 한정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합의를 

중재의 요건으로 하였고,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다고 한다.1075) 

   이런 가운데 OECD는 2004년 국제조세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 논의를 시

작한 후 공개 논의를 거쳐 2007년 1월 'Improving the Resolution of Tax Treaty 

Disputes'라는 최종보고서1076)를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OECD 모

델 제25조(상호합의절차)에 상호합의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

한 강제적 중재절차에 관한 조문(제25조 제5항)과 그 주석서를 추가하는 것이었

고, 이는 2008년 OECD 모델 개정판에 반영되었다.1077)   

1073) Id. p. 124. 그러나 조세차별 문제에 관련된 조세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역할

을 법원이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Cockfield & Arnold, p. 
70 참조. 이와 관련, 제24조의 규정 중 특히 제3항과 제5항의 적용범위가 불명확

한 부분이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협상 당사국들이 차별금지조항에 합의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OECD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다. OECD 모델(전체본), R(22)-40. 

1074) 이 주제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김선영, "국제조세분쟁 해결 방법론으로서의 중재

에 대한 연구",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4 참조. 

1075) 저자가 우리 정부대표로 참가한 한-미 조세조약 개정협상(2009년 6월, 워싱턴) 당

시 미국 협상 대표로부터 확인한 부분이다.

1076) http://www.oecd.org/tax/disputeresolution/38055311.pdf 참조. 

1077) OECD 모델 제25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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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중재절차의 핵심은 강제적으로 개시되고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의 효과이

다. 동 조문을 간략히 설명하면,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조치에 

대하여 어느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

였으나,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후 2년 내에 양 과세당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

는 경우, 미해결된 이슈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그

러나, 만약 그 미해결된 이슈에 대해 어느 체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심판소에서 

판결 또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1078) 중재판정이 내려지

면 납세자가 수용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 판정은 양 체약국을 구속하며, 체약국

의 국내법상 어떠한 제척기간에도 관계없이 이행된다. 중재조항의 이행을 위해 

양 체약국은 상호합의를 통해 그 세부절차를 정하도록 하며,1079) OECD 모델 주

석서에서는 이를 위해 ‘중재에 관한 상호합의문안(Sample Mutual Agreement on 

Arbitration)’을 제시하고 있다.1080)  

      “5. Where,
       a) under paragraph 1, a person has presented a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on the  basi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have resulted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b)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to resolve 
that case pursuant to paragraph 2 within two years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unresolved issues arising from the case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the 
person so requests. These unresolved issues shall not, however,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a decision on these issues has already been rendered by a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either State. Unless a person directly 
affected by the case does not accept the mutual agreement that implements 
the arbitration decision, that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both Contracting 
States an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se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1078) 이와 같이 사법 또는 행정심판의 결정에 우선적 효력을 주는 것은 중재절차와 사

법·행정상 불복 절차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OECD 
모델 제25조 주석서 제76문단 참조. 

1079) 이러한 상호합의는 앞의 2.3.1.가.에서 말한 두 번째 유형의 상호합의에 해당한다. 

1080) 제25조 주석서의 부록이며, 중재의 신청,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중재인 선정, 
간이중재절차(Streamlined Arbitration Process), 정보 연락 및 비밀보장, 신청인의 

참여, 행정 및 비용, 적용 법률, 중재판정 및 이행, 상호합의 가능성 존속 등 절차

적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306 -

 2) 조세조약상 중재조항의 동향 및 평가 

   현재 조세조약에 중재조항을 도입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2006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일본 등과의 

개정 조세조약에 중재절차를 두고 있다.1081)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이 조세조약상 중재절차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당초 중재절

차 도입에 소극적이던 일본도 최근 네덜란드, 홍콩, 포르투갈, 미국과의 조세조약

에 중재조항을 포함시켰다.1082) 이와 같이 중재조항은 선진국 간의 조세조약에서

는 이미 현실적으로 채택되고 있고, 앞으로 선진국-개도국 간 조세조약에도 점차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1083) 

   조세조약상 중재조항이 실제분쟁에서 적용되어 중재판정이 나온 사례는 아직 

소수이며,1084)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 관련 데이터가 적은 현 시

점에서 조세중재제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강제적인 절차에 

따라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으로 국제조세분쟁의 추가적인 해결수단을 납세자에

1081) 미국의 조세조약 중재조항의 특징은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의 연봉결정 중재와 유

사하다고 하여 ‘baseball arbitration’이라고 하며, OECD의 기본적인 중재방식과는 

달리 중재인에게 제출된 양 과세당국의 해결안 중 가장 합리적인 안을 중재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다.  

1082) 저자가 정부대표로 참가한 OECD 조세위원회 1작업반 회의(2010년 2월, 파리)에서 

일본 재무성 국제조세 담당관과 면담한 바에 따르면, 일본이 네덜란드와의 조세조

약에 중재조항을 도입한 이유는 결국 개도국과의 조세조약 협상에서 중재조항을 

포함하기 위한 선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일본이 최근 체결한 조세조약에 관

한 정보는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ter 
national/274.htm 참조.

1083) UN도 2012년 3월 발표된 2011년 UN 모델 제25B조는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책으로 

조세중재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사실상 OECD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세조약상 중재절차 도입은 상호합의절차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용

되고 있고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국제조세분야 전문가 집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견해인 것 같다. 그러나, 
2012년 7월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제XIV조)에 중재조항 도입 관련 

최혜국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정부도 멀지 않은 장래에 조세중

재절차 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84) 2012. 11. 25.자 로이터통신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와의 3건 조세중재사건에

서 모두 승소하였다고 한다. http://www.reuters.com/article/2012/11/25/us-usa-tax- 
arbitration-idUSBRE8AO06T20121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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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함으로써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무엇보다도 중재절차의 존재자체가 과세

당국 간 상호합의를 촉진하는 순기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반면, 중재절차에서 

납세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한적 참여만 가능하고, 중재절차의 당사자인 과세

당국이 중재판정 도출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은 납세자에게는 여전히 불

만족스럽다고 할 것이다.1085)    

2.3.2.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통상이나 국제투자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또는 투자자와 국가 간 국제

경제분쟁의 해결은 크게 정치·외교적 해결방법과 법률적 해결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모든 경제통상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외교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적지 않은 경제분쟁이 정치·외교적 교섭과 협의에 따라 해결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식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

다.1086) 법률적 분쟁해결은 분쟁당사국의 입장차이가 명확하여 정치·외교적 교섭

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협정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향후 

분명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용하다.1087) 아래에서는 

국제경제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제도를 GATT/WTO와 투자협정에 따

른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1088) 

 가. GATT/WTO의 분쟁해결제도 

 1) 개관 

1085) D'Alessandro, ‘‘Improving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Tax Disputes,’’ Tax 
Notes Int’l, September 28, 2009, p. 1163 참조.

1086) 정영진·이재민, p. 208-211. 

1087) Id. p. 211.

1088) 국제경제분쟁은 이외에도 FTA에 따른 분쟁해결절차가 있으나, 동 절차는 WTO 분

쟁해결절차와 기본적인 골격이 같으므로 여기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FTA 분쟁의 경우 그 준거법은 FTA 자체이며, 절차적으로 FTA 당사국이 사전에 정

한 패널리스트 중에서 분쟁패널이 선출되고, WTO와 달리 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이 없으므로 패널리스트의 개인적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Id. p. 2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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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WTO 체제에서 통상분쟁이란 어느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통상관련 

조치가 WTO법에 위반하거나 WTO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상분쟁의 해결을 위해 GATT 창설 

당시부터 패널절차가 있었지만1089) 절차의 종결까지 정해진 시한이 없고, 패널보

고서의 채택을 위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문제 때문에 국제통상체제에서 법의 

지배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1090) 

   이에 UR협상에서는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아 분쟁해결양해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1091)와 이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절

차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1092)

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다자간분쟁해결체제를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체제의 특징으로는 분쟁해결절차의 단계별 기한,1093) 패널의 

설치에 대한 체약국의 권리,1094) 패널보고서 채택의 역총의방식(reverse 

consensus),1095) 상소심(appellate review),1096) 패널판정의 이행의무1097) 및 보복

1089) GATT 제22조와 제23조가 분쟁해결절차를 다루고 있다. 

1090) 달리 말하면,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협상에 의한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비법률

적인(anti-legalistic)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1091) WTO협정문의 부속서 2(Annex 2)로서, 정식명칭은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이다.

1092) 이러한 DSB는 강제관할권의 보유,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분쟁 해결, 채택된 

판정이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점, 판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의 부과 등

을 고려할 때, 국제무역 '재판소(court)'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최승환, p. 211
에서 재인용.  

1093) 분쟁해결절차를 단계별로 보면, 양자협의 단계(60일), 패널설치 및 구성(45일), 최종 

패널보고서 회람(6개월), 분쟁해결기구의 패널보고서 채택(60일)으로 대체로 1년 정

도가 소요되고, 만약 상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구 보고서(60-90일) 및 분쟁해결기구

의 채택(30일)으로 이어진다.

1094) 제소국이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동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의 의제로 상

정된 회의의 다음 회의에서는 패널의 설치가 확정된다. DSU 제6조 참조. 

1095) 즉,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쟁해결기구의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

가 있어야 한다. DSU 제16조 제4항 참조. 이러한 역총의방식의 배경에는 GATT의 

대표적 조세관련 사건인 1976년 DISC 분쟁에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패널 보고

서의 채택이 무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Farrell, ¶ 10.3.7. 참조.

1096) 패널보고서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며, 상소기구 

보고서도 역총의방식으로 채택된다. DSU 제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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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허용1098) 등을 들 수 있다.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평가   

   1995년 WTO협정이 발효된 지 약 20년이 된 현 시점에서 보면 분쟁해결절차

는  WTO 체제의 가장 성공적인 분야로 인정되고 있다. 분쟁해결절차는 법에 기

초한 국제무역체제를 강조하여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근간으

로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1099) 특히 대표적인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통상분쟁에 많이 노출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제도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1100)  

   WTO의 이와 같은 법률적 분쟁해결절차의 성공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WTO 분쟁들이 실제로는 패널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자협의단계1101)에서 당사국 

간의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1102) WTO의 DSU도 패널단계

1097) 어느 회원국의 조치가 협정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결정하면, 
해당 회원국은 그러한 조치가 협정에 합치하도록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권고를 이

행하여야 한다.(권고의 즉각적인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여

야 한다.) DSU 제19조 및 제21조 참조.   

1098) 분쟁의 패소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패널 또는 상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compensation)에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s or other 
obligations)를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하고, 이는 역총의방식으로 승인된다. DSU 제

22조 참조.    

1099) Understanding the WTO: Settling Disputes, http://www.wto.org/english/thewto_e/ 
whatis_e/tif_e/disp1_e.htm. 이와 같이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

구하고, 패널의 결정에 대한 상소, 패소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분쟁, 이행

분쟁 후의 보복조치 승인 등에 이르기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4년-6년 정도가 소요

되는 문제점이 WTO 분쟁해결절차의 큰 맹점 중의 하나라고 지적되고 있다. 정영

진·이재민, p. 217.

1100) 1995년 WTO 출범이래 2012년 3월말 현재까지 모두 434건의 분쟁이 WTO에 제기

되었는데, 이 중 우리나라는 29건에서 제소국 또는 피제소국으로 직접 분쟁의 당

사자가 되었으며 이는 제3자 참여를 제외하면 전체 153개 회원국 중 10위권에 해

당한다. Id. p. 214. 

1101) DSU 제4조는 양자협의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며, 이러한 양자협의의 신청으로부

터 60일 내에 협의가 실패하는 경우 패널절차의 개시가 가능하다. 

1102) WTO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월 현재, 총 369건의 분쟁 중 136건만이 패널단계까

지 이어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당사국 간 합의로 해결되었거나 협의과정에 있다고 

한다. http://www.wto.org/english/the wto_e/whatis_e/tif_e/disp1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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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법적 절차보다는 기본적으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패널절차에 의

한 분쟁해결보다 선호한다.1103) 이러한 사실을 국제조세분쟁의 해결절차에서 상

호합의를 우선으로 시도하고 상호합의의 보완수단으로 중재를 도입한 점과 비교

해 보면, 결국 국제통상분쟁의 당사국들도 국가 정책의 WTO 규범 위반여부가 

공개적으로 WTO 패널과 같은 국제재판소에서 가려지는 것보다는 조세조약의 상

호합의절차와 유사한 양자협의단계에서의 해결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

러, 통상분쟁의 경우 정치적·외교적 분쟁해결방법도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효과적

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나.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제도 

 1) 개관 

   국제투자분쟁이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에 따른 의무의 위

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직접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원

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1104)을 

말한다.110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투자협정은 양자투자조약과 FTA의 투자 

Chapter로 대별되며, 이들 투자협정은 거의 예외 없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1106)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의 대표적인 방법은 투자자-

1103) 예컨대, DSU 제3조 제7항을 보면, 회원국이 사건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그러한 행동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요구하고(Before bringing a 
case, a Member shall exercise its judgement as to whether action under these 
procedures would be fruitful), 상호 수용될 수 있고 협정에 일치하는 해결책을 명

확히 선호한다(A solution mutually acceptable to the parties to a dispute and 
consistent with the covered agreements is clearly to be preferred.).

1104) 국내에서는 2011년 하반기 한-미 FTA의 발효와 관련하여 투자자-국간 분쟁(ISD)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제경제법 중 다소 전문적인 분야로 알려져 있던 국제투

자분쟁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이 있다.  

1105) 통상분쟁과 투자분쟁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통상분쟁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투자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고, 반대로 투자분쟁이 통상

분쟁으로 전이되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어떤 분쟁이 통상분쟁 또는 투자분

쟁이라는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영진·이재민, p. 220.  

1106) 물론, 투자협정의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분쟁해결절차도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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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중재(Investor-State Arbitration)이며,1107)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정당한 투자이익에 대한 침

해가 발생할 경우 그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1108) 

   이러한 투자자-국가 중재가 제도로서 도입되고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게 된 

계기는 1966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설립 협약1109)의 발효이다. 1970년

대 중반 이후 투자조약의 당사국들이 ICSID 설립 협약에 의한 투자분쟁 중재에 

동의하게 되었고, 이러한 중재조항을 근거로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중재를 처음 

신청한 것은 1987년이다.1110)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투자조약에 기반을 둔 국제투자분쟁 

중재는 최근 10~15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 말까지 514건에 달한다.1111) 

여기서 투자협정 중재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ICSID1112)의 중재절차를 간략

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자협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투자자가 투자협정

에 따라 분쟁사실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유치국과 원만한 해결에 실

패하면 투자자의 투자협정중재 신청에 따라 절차가 개시된다.1113) 중재의 신청에 

1107)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경우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여

러 가지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즉, 투자자가 피투자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 

어느 쪽의 법원이든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생길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국제법

적 이슈나 투자협약의 이슈에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

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을 위해 통상 

국제중재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갑유, “FTA하에서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

결제도: 한-미 FTA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06호, 2008. 9, p. 747.

1108) 정영진·이재민, p. 220.

1109) 정식명칭은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이며, ICSID의 설립과 관할권,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110) ICSID Annual Report 2013, p. 5 참조. 

1111) UNCTAD, “REFORM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N SEARCH OF 
A ROADMAP”, IIA Issue Note, No. 2, June 2013, p. 2.

1112) 2012년 제기된 국제투자분쟁 중 ICSID 절차에 따른 중재는 61%를 차지한다. 
http://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ebdiaepcb2013d3_en.pdf p. 4. 한편, ICSID 
절차에 따른 중재는 투자협정 체약국 중 하나가 ICSID 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면 이

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투자협정 당사국들은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의 중재규칙에 따른 임의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자원부, p. 41. 

1113) ICSID 사무총장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ICSID의 관

할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등록한다. ICSID 조정 및 중재절차 개시 규칙 제5
조,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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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재판정부가 설치되는데, 양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양측의 

합의로 의장을 선임한다.1114)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심리는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2번에 걸친 서면

절차를 거쳐 구두심리가 개최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리게 되고, 동 판정은 ICSID 협약에 따라 체약국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된

다.1115)              

 

 2)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 평가

   우선, 국제투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천여 개의 

투자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개방화 및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경 간 자본이동이 계속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분쟁중재 건수의 증가에 따라 국가의 행위에 대한 제3

자적 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1116) 애초에 투자분쟁을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쟁송절차에 의해 해결한다는 

취지를 갖고 탄생한 투자자-국가 중재제도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와 관련, '제도적 결함(systemic deficiencies)'으로 

제기되는 문제점1117)은 대체로 중재의 정당성과 투명성,1118) 판정의 일관성 부재

1114) ICSID 협약 제37조.

1115) 다만, 중재판정부 구성의 부적절성,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인의 부패, 근본적인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및 판정이유의 부재 등 5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느 당

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의 무효화(Annulment of the Award)가 가능하다. 
ICSID 협약 제52조 참조. 

1116) 이는 2011년 우리나라의 ISD 논란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이나 각종 규제조치가 간섭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권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동 제도가 이미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왔고, 우리 정부의 정책재

량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 및 위반으로 판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되고 

해당 조치를 철회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인 비판에 불

과하다. 이재민·정영진, p. 269 참조. 

1117) 여기의 4개 문제점은 앞의 주 1111, UNCTAD 보고서 p. 3-4의 내용을 정리한 것

이다.  

1118) 많은 경우에 국제투자분쟁은 투자유치국의 공익적 조치에 대해 제기되는데, 과연 3
명으로 이루어진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국가의 조치를 판단할 충분한 정당성을 갖

느냐의 문제와, 2000년대 이후 투명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는 문제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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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오류,1119) 중재인의 독립성과 중립성,1120) 중재의 비용과 기간1121)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UNCTAD, 학계 및 비정부단체를 중심으로 투자분쟁 중

재의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의 강구,1122) 기존제도의 개별적 수정(tailoring),1123) 투자자의 중

재 청구권 제한,1124) 상소제도의 도입1125) 및 상설 국제투자법원의 설립1126) 등

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제도는 최근 국제경제법의 중요한 테마 중 하

나로 자리 잡았고, 계속 발전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

에서 투자자-국가 분쟁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공익적·주권적 행위

1119) 중재판정결과를 보면, 같은 조약 규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같은 사실관계

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조약상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과 향후 조약의 적용문제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으로 이어진

다. 또한, 판정의 오류에 대해 심사하기 위한 무효화 절차나 법원의 재판이 원활하

게 기능하지 않거나, 무효화 절차마저 개별 사건별로 진행되어 일관성 없는 결론을 

내기도 한다. 

1120)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분쟁당사자가 사건에 우호

적인 중재인을 임명하려는 경향과, 중재인 자신이 다른 사건에서 재임명될 것을 고

려한 이해관계, 중재인과 변호인의 지위 간 잦은 이동도 이러한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와 관련이 있다.

1121) 투자분쟁 중재의 장점으로 흔히 낮은 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을 들고 있으나, 중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중재 건당 평균비용은 약 

8백만 미불에 달하는데, 이는 특히 최빈국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또한 사소한 

쟁점마저 장황한 논리로 포장하다보니 판정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문제도 

있다.  

1122) 중재에 비하여 비구속적인 절차로서 제3자가 개입하여 법적 권리의무를 엄밀히 따

지기보다는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조정(conciliation), 중개

(mediation) 등을 말한다. UNCTAD 보고서(주 1111), p. 5.

1123) 새롭게 체결되는 투자조약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중재제도에 청구시한

의 설정, 체약국의 조약해석에 대한 역할 강화, 청구의 병합, 투명성 제고, 남소의 

사전 차단 등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Id. p. 5-6. 

1124) 투자자가 투자분쟁 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는 것으로 중재대상 사안

의 범위 제한, 조약의 혜택을 받는 투자자 범위의 제한, 국내절차의 소진 요건 충

족 등을 들 수 있다. Id. p. 7. 

1125) 중재판정에 대한 실체적 재심을 통해 판정의 일관성 확보 및 판정 오류의 시정을 

도모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설 상소판정부의 설치를 말한다. Id.

1126) 수시로 설치되는 현행 중재판정부를 대체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판관으로 구

성되며, 상소심을 두는 상설 국제투자법원을 말한다. Id.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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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자인 중재인에 의해 아직 규범적으로 발전과정에 있는 국제투자법의 위반

으로 판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다자규범으로 성립하지 못하고 분

산된 양자 투자협정체제 및 그에 따른 분쟁해결제도의 통일성과 판정의 일관성 

부재에도 기인한다고 본다.1127) 

   이런 측면에서, 같은 양자조약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조세조약에서 상호합의

의 보완을 위해 중재라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중재는 앞으로 현실화 될 조세중재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3. 차별과세 분쟁의 바람직한 해결수단  

 가. 조세차별을 포함한 국제조세분쟁은 법률적 분쟁해결방식에 부적합한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조세분쟁의 해결은 전통적인 상호합의 방식에 

더하여 최근 수년간 강제적․구속적 중재제도가 보충적 수단으로 주로 선진국 간 

조세조약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차별과세 문제에도 일반적인 국제조세분

쟁과 같이 상호합의절차 또는 이에 더하여 강제적·구속적 중재 방식의 분쟁해결

수단을 적용할 것인가? 

   Green 교수는 1998년 국제조세체제와 국제통상체제를 분쟁해결제도의 측면

에서 비교하면서 국제통상체제와 달리 국제조세 관련 분쟁은 이른바 법률적 분

쟁해결제도(legalistic dispute settlement)1128)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1129) 그에 따르면 국가 간 조세분쟁은 이전가격분쟁에서 과세당국 간 

정상가격산출방법과 정상가격을 따지는 것과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과, 조세

법․정책의 조세조약상 의무 합치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1130) 특히 

조세법 및 조세정책적 쟁점에 관한 분쟁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

1127) III.2.5.3. 참조.

1128) 그에 따르면 법률적인 분쟁해결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쟁

송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로 비법률적인 분쟁해결은 

규범을 지침(guidelines) 정도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정부 간 협의와 협상을 

통해 외교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Green, 앞의 글(주 276), p. 82.  

1129) Id. p. 137-139.

1130) Id. p. 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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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상호합의에 맡기기에 부적절하며 일종의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131) 동 교수는 그러한 쟁점의 예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의무에 

위반되는 국내세법을 어느 나라 국회가 제정하는 경우를 들고, 이러한 조세조약 

무효화(Treaty Override)는 법률적인 수단으로 구제하기 어렵다고 한다.1132) 또한 

그는 상호합의의 대안적 수단으로 일부 국가 간 조세조약에 중재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 역시 그 대상을 사실관계의 판단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133) 

   구체적으로 Green 교수는 체제유지(regime maintenance)라는 관점에서 국제

조세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의 비용을, 대립적인 당사자 구도로 인한 

협력관계의 악화(poisoning the atmosphere),1134) 판정에 대한 불이행가능성

(non-compliance),1135) 정당성(legitimacy)의 결여,1136)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탄력

적 대응성 약화1137) 등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국제조세

분쟁은 상호합의와 같은 비법률적인(anti-legalistic)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법률적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국제조세분

쟁에 대한 Green 교수의 회의론은 국제조세분쟁의 본질과 그 해결수단으로서의 

상호합의의 기능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잘 지적하고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

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1131) Id. p. 102-103.  

1132) Id.

1133) Id. p. 101-102.

1134) 법률적인 분쟁해결절차는 대립적인 당사자 관계에서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있는 경우 국가 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Id. p. 130.

1135) 분쟁해결기구의 국제통상 관련 판정도 물론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국제

조세 분야는 주권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분쟁해결에 따른 

결과의 이행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Id. p. 131. 

1136) 국내적 사법절차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입법부가 법을 개정

하여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반해 국가 간 쟁송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발되지 않는 제3국의 개인이 판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Id. p. 133-134.   

1137) 법률적인 분쟁해결은 조세조약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따

라 국제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조세조치를 금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과소자본세제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각국에서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OECD 모델의 주석서에도 일정한 경우에 이를 용

인하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세조약을 경직되게 해석하면 차별금지조항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d. p.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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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동 교수는 상호합의의 대상을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만으로 한정하나, 

조세법․정책적 쟁점에 관한 분쟁도 상호합의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예컨대, 어느 

체약국의 국내세법 개정으로 타방체약국 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 Treaty Override가 발생하면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다.1138)  

   둘째, 동 교수는 중재제도의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만 다룬다고 하였

으나, 최근 도입된 OECD 모델의 중재제도에서는 법률적 문제 역시 중재제도의 

대상이 된다.1139) 

   셋째, 국제통상분쟁은 법률적 분쟁해결절차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패널

설치 전 단계에서 분쟁 당사국 간의 양자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분쟁해결방법이 유용성을 갖고 있으므로, 국제조세분

쟁과 국제통상분쟁을 반드시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국, 상호합의절차에서 법률적 쟁점도 다루고 있고, 상호합의의 보완수단으

로 조세조약상 중재제도가 이미 현실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재제도 

역시 법률적 분쟁해결절차임을 감안하면, 국제조세분쟁을 통상․투자조약의 법률

적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법률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세중재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분쟁해결측면의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조세조

약과 비조세조약의 분쟁해결제도를 정리해 보자. 조세조약의 분쟁해결방식은 상

호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조세조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중재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투자협정에서 조세차별에 관한 분쟁은 상설 또는 임의

의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WTO에서는 양자협의를 거쳐 패널 및 상소기구 절차가 

진행된다. NAFTA의 경우, 투자자-국가 간 분쟁은 투자 Chapter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규정된 중재절차에 따르고,1140) 나머지 모든 규정의 위반 여부는 

1138)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조세조약을 무시하고 1980년 외국인부동산투자조세법

(FIRPTA)을 제정하여 미국 내 부동산주식에 대한 과세권을 창설하자, 한-미 조세조

약상 상호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였다.  

1139) 투자협정 중재를 보더라도 그 대상은 대부분 투자유치국의 법 또는 정책에 의한 

조치가 투자협정의 위반임을 근거로 제기된다. 

1140) NAFTA 제1115-1138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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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세조약  투자협정 WTO NAFTA EU법

법적 근거 제25조 ISDS 조항 
분쟁해결

양해(DSU) 

 제11장, 

 제20장,

TFEU 

제258조

제267조

법적 형식
- 상호합의

- (중재)

- 양자협의

- 중재

- 양자협의

- 패널

- 양자협의

- 중재,패널

- 침해소송

- 예비적 

   결정

적용

대상

- 구체적

 과세사안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체약국의 

법령 및   

조치

회원국의 

법령 및  

조치

체약국의 

법령 및 

조치

체약국의 

법령 및 

조치

국내 사법적  

구제수단

병행여부

 가능1142)
가능

* fork in 
the road1143)

없음 없음 없음

분쟁해결

기관

- 권한 있는 

  당국

- 중재패널

 중재패널
 - 패널

 - 상소기구
 중재패널    ECJ 

 분쟁

당사자

- 상호합의

:양 과세당국

- 중재

:양 과세당국 

투자자-국가

국가-국가
국가-국가

투자자-국가

국가-국가

- 침해소송

:집행위, 국가

- 예비적 결정

:납세자, 국가

 효력
 과세당국

 구속1144)

당사자 

구속

당사국 

구속

당사자 

구속

 당사자 

구속

별도의 중재패널절차가 진행된다.1141) EU법의 조세차별 관련 사건은 각 회원국 

법원의 예비적 결정 회부 및 EU 집행위원회의 침해소송에 따라 ECJ가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이러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분쟁해결제도를 비교하여 표

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12 >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분쟁해결제도 비교  

1141) NAFTA Chapter 20에서 이를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NAFTA 제1904조는 반덤핑관

세와 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널분쟁절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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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는 조세조약에 중재가 도입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조세조약상 

상호합의는 WTO법·NAFTA 및 투자협정의 양자협의와 유사하며, 상호합의 실패 

시 중재패널이 설치되는 것도 WTO법 등 통상․투자조약의 패널(또는 중재)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조세조약 및 통상․투자조약에서 중재 또는 패

널 판정의 효과가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도 사실상 같다.1145) 이와 같이 조세분쟁

중재의 도입으로 조세차별 관련 분쟁도 통상·투자분쟁과 유사한 법률적 분쟁해결

제도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큰 진전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세분쟁해결제도가 다른 통상·투자분쟁해결제도와 특히 다른 점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상호합의나 조세중재절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세자가 당

사자가 되는 국내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조세조약상 중재제도가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그 실행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이 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제도화 된 상설 국제조세분

쟁 해결기구의 설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Altman은 조세조약의 해석

과 적용에 관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약에 의해 설립되는 국제조세

재판소(International Tax Tribunal)를 제안하고,1146) 이를 통해 조세조약 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력관계의 조성, 참여국의 국제적 의무이행의 담보, 조세조약의 해

석 관련 참여국과 납세자들에 대한 지침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1147) 이러한 

1142)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호합의절차와 중재절차 모두 국내 사법절차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1143) 중재 또는 사법적 구제수단의 선택에 따라 다른 수단은 포기하게 되는 ‘Fork in 
the Road’ 또는 국내법원에서 다투던 도중에도 국제중재 이행 후 사법적 구제수단

을 포기하는 방식(Waiver)이 대체로 투자협정 분쟁해결절차의 기본 형태이다. 

1144) 다만, 앞의 2.3.1.나.에서 본 바와 같이 중재 판정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45) 물론, 조세중재의 판정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최종 선택권을 갖는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1146) 이러한 국제조세재판소는 세계조세기구(Global Tax Organization) 산하의 국제조세

분쟁해결기관으로 국내법원 및 권한 있는 당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국내법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비구속적 자문의견 또는 중재패널의 

요청에 따라 법률적 쟁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견을 제공한다. Altman, p. 
392-396.

1147) Id. p.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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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재판소의 설립 문제는 국제조세 관련 논의와 분쟁 및 관련 규범이 점점 

다자화(multilateralization)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OECD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1148) 이러한 제도화 된 국제조세분쟁 해결방법은 통상․
투자조약상 분쟁해결제도에 앞서 조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쟁해결기구를 활

용토록 함으로써, 'Forum Shopping' 또는 중복제소1149)의 문제를 방지하는 설득

력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재 각 협정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방법들은 경제관계를 규율

하는 국제법의 파편화 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또한 이 문제는 비단 

조세차별에 국한되지 않는바, 앞으로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들의 

연관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3.4. 소결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실체규정의 개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조

세차별 관련 분쟁해결 문제이다. 조세분쟁중재는 전통적인 상호합의절차의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 OECD 모델에 도입되었으며, 상호합의절차에서 미해결된 쟁

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적․구속적 중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현

재의 추세를 보면, 조세분쟁중재가 상호합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OECD의 선진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향후 선진국-개도국 간 조세조약에도 채

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절차를 살펴보면, WTO체제하의 국제통상분쟁은 분쟁해

결양해(DSU)에 따른 패널절차와 상소기구절차에서 해결되며, 이러한 법률적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또

한, 국제투자분쟁은 투자자-국가 간 중재를 중심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차별과세 관련 분쟁을 포함한 국제조세분쟁을 법률적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수단으로 법

률적 분쟁해결절차인 조세조약상 중재제도가 이미 현실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1148) 이러한 국제조세의 다자화의 대표적인 예는 OECD와 G20의 주도하에 가입국이 계

속 증가하고 있는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이다. 앞의 주 799 참조. 

1149)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통상·투자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정영진·이재민, p. 237-2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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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감안하면, 국제조세분쟁을 통상․투자분쟁과 이질적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

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조세조약에 중재절차가 도입되는 것으로 전

제하면,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분쟁해결제도는 분쟁당사자 간 상호합의 또

는 양자협의를 거쳐 중재절차 또는 패널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 수렴하는 

측면이 더 크다. 

   한편, 국제조세분쟁은 다른 통상·투자분쟁과 달리 상호합의·중재절차와 병행하

여 납세자가 국내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국 위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차별과세 문제가 국제분쟁

의 대상이 된 경우,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와 중재절차 및 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

내적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투자협정상 

투자자-국가 중재의 당사자가 되거나, 납세자의 본국이 제기하는 WTO의 분쟁해

결절차도 이용가능하다. 이와 같이 조세차별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이 존재하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

법1150)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여러 분쟁해결제도가 병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Forum Shopping’의 문제는 국제경제법의 파편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3절. 국제조세와 국제통상 관련 기구의 제도적 대화

   위에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에 관하여 조세조약을 중심으로 실체적 규범과 분쟁해결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보

았다. 한편,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조세와 국제통상 분야를 다루는 국제기구

들이 있고, 또한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도 이를 운용하기 위한 무역위원

회1151)를 두고 있는데, 이들 기구 또는 위원회가 조세차별 문제에 관해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1150) 국내 사법절차를 제외하고 현행 국제분쟁해결제도 중 납세자가 가장 주도권을 갖

고 분쟁해결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는 투자협정상 투자자-국가 중재일 것이다.

1151) 예를 들어, NAFTA 제2001조는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 한-미 FTA 제

22.2조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한-EU FTA 제15.1조는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전문분야별로 작업반 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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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제도 간 대화에 관해서는 국제조세법과 국제통상법 학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 왔다.1152) 최근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와 국제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국제조세규범과 국제통상·투자 규범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보면 이러한 제도 간 

대화의 필요성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현실적·정책적인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1153) 그러면 어떤 형태의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우선,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들을 보면, 국제조세분야는 OECD 및 UN이, 

국제통상분야는 WTO가, 그리고 국제투자분야는 OECD 및 UNCTAD1154)가 각각 

관여한다. 여기서 국제조세분야는 UN보다는 조세분야에 관해 조직을 갖추고 있

고 경험이 풍부한 OECD에서 더 효과적인 작업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

면 UN은 회원국 수의 절대적 다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UN의 국제조세분야 조직

구조 및 가용자원으로는 논의를 진행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1155) 그리하여 

국제조세와 국제투자의 상호관계는 OECD와 UNCTAD가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

고, 국제조세와 국제통상의 상호관계는 OECD와 WTO가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 세 기관이 국제조세·국제통상·국제투자 분야를 함께 논의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OECD 내에 조세와 무역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 on Tax and Trade) 및 조세와 투자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 on 

Tax and Investment)을 구성하여 각각 WTO 및 UNCTAD가 참여토록 하고, 필요

1152) Brauner, p. 307; Farrell, ¶ 10.3.4; 정영진, 앞의 글(주 276), p. 64.

1153) 사실 무역과 다른 분야의 상호 연계 문제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국제무역기구

(ITO) 헌장에도 반영되어 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무역과 “경쟁, 환경, 노

동, 기술, 투자” 등 각종 "Trade and" 이슈 논의에서도 나타났다. 

1154)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UN무역개발

회의로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부 간 논의의 場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연구․분석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되었다. 투자분야에 관해서는 

해외직접투자의 분석, 투자협정의 체결지원, 투자정책수립에 대한 지원 문제를 다

루고 있다. 

1155) UN은 국제조세협력 전문가 위원회 공식회의를 1년에 1회 개최하고, 분야별 소작

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사무국의 지원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

들마저 정부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기에

는 제약이 크다. 반면 OECD는 34개 회원국 외에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

질, 남아공 등 주요 개도국들이 공식 회의에 활발히 참여하므로 과거와는 달리 반

드시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예로서 최근 G20와 OECD
가 국제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는 OECD 비회원국인 G20의 주요 개도국들

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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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이들 작업반을 합쳐 조세·무역․투자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조세차별에 

관한 국제조세법과 국제경제법 간 조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반 논의의 산출물로는 이 논문의 연구 주제와 같이 국제통상법 

또는 국제투자법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 규범과 조화될 수 있는 차별과세

의 금지에 관한 실체규정을 OECD 모델에 도입하는 것과, 조세차별 분쟁에 관해 

특정 국제기구로 일원화된 분쟁해결제도에 합의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가 발전하면 중장기적으로 국제조세기구(International Tax Organization) 

설립 논의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지역무역협정도 그 운용과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무역위원회 또

는 공동위원회 산하에 당사국의 조세당국들이 참여하는 '무역과 조세 작업반

(Working Group on Trade and Tax)'을 설치하여, 당사국의 세제와 지역 내 무

역․투자의 관계를 연구하고, 조세의 조화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회의체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1156)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먼저 국제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국제통상질서, 국제통화질서 및 

국제조세질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각의 고유 목적을 추구하는데, 조세차별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상호작용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상품·서비

스 및 투자의 국가 간 이동을 다루는 통상․투자조약과 이러한 국제거래에 따른 

직접세 문제를 다루는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서로 충돌 또는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한편 그 적용대상에 별 차이가 없고, 적용결과도 유

사하게 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현행 OECD 모델 제24조 제6항을 제1항과 

연계하여 적용하면 모든 조세에 대해 같은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과 자

국민을 과세상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해석되므로,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차

별금지조항(내국민대우)이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세조약과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의 상호작용을 보면, 양 규범이 체약국 간 

1156) Cockfield, 앞의 책(주 511),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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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투자의 증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공유하나, 조세조약이 EU법보다 좁

은 범위에서 차별금지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회원국의 국

내조치가 조세조약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EU법에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EU 차원에서는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 자체의 개정보다는 EU라는 특수한 상

황에서 조세조약과 EU법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조화방안

으로는 EU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조세조약을 고려할 수 있고, 차별금

지조항도 EU법을 반영하여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조세법적 관점에서 조세차별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조화를 위

해 각 규범별로 조세차별에 대한 접근법을 비교해 보면, 대내거래의 제한

(inbound restriction) 형태에 대해 조화로운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평한 

경쟁여건의 보장이라는 역사적·규범적 측면과 조세중립성이라는 현실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차별금지조항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1항에 국적자와 비국적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공평한 경쟁조

건을 달성하도록 조문 전체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비조세조약에서 다루

는 조세차별 문제와 조세조약의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조

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다른 통상․투자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할 필

요가 있다. 셋째, 각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조세주권을 감안하여, 

GATS와 유사하게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차별조치의 정

당화 사유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차별과세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세법령과 제도의 투

명성을 보장하여 그러한 차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분쟁해결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조세조약상 전통적인 분쟁해결수단인 

상호합의절차를 보완하는 중재제도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고, 

이는 다른 통상․투자조약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분쟁해결절차이다. 조세중재제도

가 일반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분쟁해결제도는 어

느 정도 서로 수렴하게 될 것이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쟁해결방법을 선

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OECD, UNCTAD 및 WTO와 같이 국제조세와 

국제통상․국제투자에 관련된 국제기구들은 앞으로 공동작업반 활동을 통해 국제

통상법 및 국제투자법과 조화될 수 있는 조세조약상 차별금지규정과 분쟁해결절

차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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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론: 우리 정부의 정책적 검토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매우 활발히 체결하고 있고, 특

히, 한·중·일 FTA와 같은 거대 자유무역지대의 창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이다.1157) 앞으로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이 확대·가속화되면 유럽공동체(EC) 또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ies)1158)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지역경제통합

과 조세차별 문제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지역경제공동체 설립에 따른 조세 문제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EU와 NAFTA의 사례이다. 현실적으

로 동아시아 지역에 경제공동체가 설립되어 EU와 같은 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NAFTA 또는 그보다 좀 더 통합된 

형태의 자유무역지대가 앞으로 한·중·일 FTA의 목표가 될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한·중·일 3국 간 조세조약을 어떻게 3국 간 FTA와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할 것인

가에 대해 미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NAFTA 국가들의 조세조약 체

결관행도 하나의 연구대상이 될 것인 바,1159) 이 문제는 다음 연구과제로 유보해 

둔다.   

1157) 한․중․일 FTA는 3년간 공동연구를 거쳐 2013년 3월 공식협상이 개시되었다. 협상이 

타결되면 NAFTA와 EU에 이어 전 세계 3위권의 지역통합시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http://www.fta.go.kr/kcj/main/index.asp 참조. 

1158) 현재 동아시아 공동체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며, 매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논의의제로 삼고 있으나, 이

에 관한 명확한 일정은 나온 것이 없다. 다만, ASEAN은 2015년 말까지 역내 단일

시장을 설립한다는 야심찬 목표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1159) 미국과 캐나다는 NAFTA 이전인 1988년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이러한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반영하듯 미국-캐나다 조세조약은 2007년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되었다. 한-미 FTA의 경우 2007년 서명된 후 추가 협상 등 우여곡절을 거쳐 

2012년 3월 발효되었다. 그러나, 한-미 양국 간 조세조약은 1979년 체결된 후 그

동안 변화된 경제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몇 차례 개정 협상에도 불구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양국 간 조세조약은 FTA의 발효에 맞추어 조속

히 전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25 -

제V장.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은 최근 20여 년간 급속한 통합 과정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서 국경 간 무역과 투자의 개방과 자유화를 지탱하는 근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차별금지원칙이 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조세조약, 투자협정, WTO협정, FTA, EU법 

등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상호작용하는지와, 다른 규범과의 조화를 위해 조

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제II장에서는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20세기 중반 OEEC 및 OECD의 모델조세조약안 작업에서 현재 

모델의 원형이 이루어졌으나, 당시의 차별금지조항 논의는 실제적인 적용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고, 서로 다른 항들의 연관성도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문

제점은 그 후 OECD 모델 차별금지조항의 일부 개정이나 해석론에서도 근본적으

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행 OECD 모델 차별금지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제1항은 특히 납세자의 거주성 여부를 포함하여 같은 상황에 

있는 국적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또는 관련 요건의 부과를 금지한다. 제3항은 고

정사업장에 대해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소재지 기업에 비해 불리한 

과세를 금지한다. 제4항은 국내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을 거주자와 같은 조건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제5항은 국내기업의 

자본의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 비해 차별적 과세나 관련요

건의 부과를 금지한다. 이러한 각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항과 제3항은 적

용대상 인에 대한 직접적 차별에 적용되며, 제4항과 제5항은 비용의 지급대상 및 

자본의 소유자가 비거주자임을 이유로 하는 거주자인 국내기업에 대한 간접적 

차별을 다룬다. 또한, 4개 항은 각각 한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각 항에서 규

정하는 비교대상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에 관한 각국의 

판례를 보면,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실체규정에 대해 다양한 쟁점들을 다

루고 있다. 대체로 고정사업장의 과세상 취급, 비용공제에 대한 차별금지, 그룹과

세·과소자본세제·선납법인세 등 외국 모회사를 둔 현지법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5항의 경우 각국 법원은 차별의 존재를 인정

하는 데 소극적인 편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대법원에서 차별금지조항 관련 사건

을 다루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OECD는 



- 326 -

추후 그룹과세 등 판례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아울러 비조세조약과의 상호작용과 

조화 문제를 포함하여 OECD 모델 차별금지조항 본문의 근본적 개정에 나설 것

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 시 OECD 모델 차별금지조항을 충실히 따르

고 있으며, 국내세법의 제·개정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III장은 투자협정, WTO협정, FTA, EU법 등 비조세조약에서 차별금지원칙이 

조세에 적용되는 문제를 다루었다. 

   제1절은 차별금지원칙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용 등 비조세조약의 다른 규범

이 조세 문제에 적용되는 여러 경우를 소개하고, 조세와 비조세조약 간 연계성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제2절은 우리나라의 투자협정과 차별과세 문제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투

자협정상 차별금지조항의 경우 대체로 조세조약에 따른 대우 또는 혜택에는 적

용되지 않도록 하여 조세조약과의 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투자협

정에서는 조세의 일반적 배제 규정을 두지 않아 조세조치가 투자협정의 내국민

대우 또는 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제3절은 WTO협정과 차별과세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GATT/ WTO 체제의 

원형인 ITO 헌장안과 그 이전 국제연맹시대부터 국제통상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이중과세방지 및 직접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국제통상

과 국제조세 문제는 애초에 규범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GATT의 최혜국대우(제1조)와 내국민대우(제3조) 규정이 직접세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양 원칙 모두 조문의 해석론이나 패널 판례 등 실제

적인 관점에서 직접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GATT에 비해 

GATS는 조세분야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즉, GATS는 최혜

국대우(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에 대한 예외로써, 각각 조세조약에 따른 차

별적 조치와 직접세의 공평하고 효과적인 부과․징수를 위한 차별적 조치는 원칙

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어느 조세조치의 GATS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가 문

제 되는 경우, 동 분쟁당사국 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GATS의 분쟁

해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접세 관련 조치가 GATS의 

차별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무역관련 투자조치의 경

우,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국산부품 사용의무 등과 연계한다면 이는 TR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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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제2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각국의 직접세 조치가 WTO법의 차별

금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조세조약과의 조화방안에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4절은 FTA와 차별과세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NAFTA는 상품무역과 투

자․서비스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아울러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적 배제 조항을 둔다. 즉, 이 조항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NAFTA는 조

세조치에 적용되지 않고, 조세조약과 NAFTA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NAFTA의 직접세 차별에 대한 규율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로써 NAFTA는 EU와 비교할 때 조세차별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

는데, 이러한 차이는 자유무역지대와 단일시장의 통합정도의 차이, ECJ와 같은 

초국가적인 사법부의 부재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FTA는 협정별로 

조세관련 규정에 차이가 있으나, 조세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대체로 상품무역의 

내국민대우는 GATT 제3조의 적용범위와 같고, 서비스무역의 내국민대우는 GATS 

제14조의 예외에 따른다. 한편, 우리나라의 모든 FTA에서 투자 Chapter의 차별금

지원칙은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5절 경제통합과 차별과세에서는 EU 내 상품, 서비스, 인 및 자본의 자유로

운 이동, 즉, 4대 자유의 보장을 통한 EU의 단일시장 형성과 발전을 위해 ECJ가 

회원국의 차별적 조세조치를 EU법 위반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EU의 조약체계상 직접세분야를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음에도 불구

하고, ECJ가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조세차별에 관한 판례법을 형성하게 된 것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EU 기관들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OECD 모델과는 달리 ECJ는 차별적이거나 4대 자유를 제한하는 조세

조치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하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EU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EU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EU법의 조세조약에 대한 우월성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EU법과 회원국 간 조세조약의 관계에 대해 ECJ는 Avoir 

Fiscal 사건이나 Saint-Gobain 사건에서 회원국의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EU법을 

적용하였다. 다만, D 사건의 여파로 회원국 간 조세조약의 혜택에 최혜국대우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법과 회원국-제3국 간 조세조약의 경

우에도 Open Skies 사건 판결에서와 같이 EU법의 우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최근의 ECJ 판결에서는 조세조약의 혜택의 제한 조항을 다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조세조약 제24조와 EU법은 별개로 존재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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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른 조치가 조세조약 또는 EU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다. 

   한편, EU와 비교하여, 가장 발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체제를 이루고 있는 미국

의 주 간 조세차별 문제를 살펴보았다. 미국 내 州의 조세차별 문제에 관해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특권면제조항․평등보호조항이 주로 원용되고 있으나, 미국 대법

원의 관련 판례들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U와 미국

의 역내 조세차별에 관한 접근방법의 차이는, 양 지역의 역사․정치구조․사법부의 

역할 등의 여러 요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결국 서로 비슷한 경제통합체로

서 역내 단일시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세조화와 조세자율성이라

는 두 개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제IV장에서는 앞의 장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세차별 문제에 관하여 조세조

약과 비조세조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양 규범 간 조화를 위해 국

제조세법적 시각에서 조세조약 차별금지조항의 개선방안과 함께, 분쟁해결절차적 

고려사항도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상호작용은 국제경

제시스템의 세 개 축을 이루는 국제통상질서, 국제통화질서 및 국제조세질서 간 

상호작용과 상호의존 현상의 일부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WTO법에

서는 일부 직접세조치가 GATT 및 GATS의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

고, NAFTA 및 투자협정의 차별금지원칙도 완전히 직접세 조치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규범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충돌하는 방식으

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양 규범이 사실상 같은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게 된다. 특히, OECD 모델 제24조 제6항의 적용대상

이 체약국의 모든 조세(즉, 직접세 및 간접세)이므로 이를 동 조 제1항과 연계하

여 해석하면 조세조약과 통상․ 투자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이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원칙과 EU법의 4대 자유는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이라

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나, 양 규범이 추구하는 통합의 정도는 큰 차이가 있으

므로 실제 적용범위에서는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이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EU법의 차별금지원칙의 해석론은 규범적으로는 조세조약의 해석론과 

별개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ECJ의 판례법이 EU 역내 조세조약의 해석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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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절은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 간 조세차별에 관한 조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조세차별에 관한 조세조약과 비조세조약의 조화를 위해, 국제거래의 여러 

가지 차별의 형태 중 대내거래의 제한(inbound restriction), 즉, 국내생산자(거주

자 또는 내국인)를 외국생산자(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에 비해 우대하는 경우에 

대해 규범적인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평과 효율의 

개념을 국제조세에 적용하여 공평한 경쟁여건의 보장과 경쟁중립성의 달성이라

는 조세조약 차별금지원칙의 지도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조약의 

실체규범적 개선 방안을 EU 아닌 일반적인 상황과 EU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일반적인 조세조약의 경우 차별금지조항의 주요 개정방향은, 첫째, 제1항은 

‘같은 상황’에 있는 국적자와 비국적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직접 및 간접, 명

시적 및 음성적 차별을 모두 포함하여 공평한 경쟁조건을 달성하도록 조문 전체

의 목적과, 그 해석론(제7항 신설)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비조세조약에서 다루는 

조세차별 문제와 조세조약의 부조화, 불일치 또는 경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

세조약상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다른 통상․투자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조문(제8항)을 둔다. 셋째, 조세조약에서 현행보다 폭넓게 조세

차별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각국의 조세주권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하여 공평하

거나 효과적인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필요시 상호주의 적용과 같은 차별조치의 

정당화 사유를 포함시키는 것(제9항)도 필요하다. 넷째, 조세 차별금지원칙의 효

과적인 보장을 위해 조세조약 체약국 정부 및 과세당국이 자국의 조세법령과 제

도 및 그 운용에 대한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조세법

령과 제도의 투명성 보장의무를 신설하는 것(제10항) 등이다.   

   EU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은 EU라는 특수한 상

황에서 EU법과 조화되는 조세조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단일시장의 조세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자간 조세조약 방식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EU의 다자간 조세조약에 포함될 수 있는 차별금지조항은, EU법의 

4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차별과세의 금지와 ECJ의 해석론을 기본원칙으

로 하고, 적용대상 소득의 확대, 비거주자에 대한 숨은 차별의 금지, 외국 연관성

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거주지국에 의한 거주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하는 조문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조세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관련, 분쟁해결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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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중심으로 조세조약상 분쟁해결제도인 상호합의의 보완을 위해 중재제

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통상과 국제투자분쟁의 경우 각각 WTO의 패널절차 

및 상소심 절차와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중재절차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제조세분쟁이 이러한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절차와 같은 법률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상호합의의 보완적 수단으

로 조세중재제도가 일반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조세조약과 통상․투자조약의 분

쟁해결제도는 서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開放形 通商國家'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중·일 FTA를 체결

하거나, 더 나아가 EU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설하는 구성원이 될 경

우에 대비하여, 이 논문이 이러한 경제통합에 있어 역내의 조세차별 문제, 나아

가 경제통합모델에서 역내 조세분야 조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

지에 대한 하나의 문제제기로서, 앞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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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on-discrimination in Tax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Jung-hong Kim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gainst the backdrop of openness and liberaliza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long with the ever deepening economic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since the 1990s, the rather unclear and obscure nature of 

non-discrimination rule in tax treaties has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from 

the academia and policy authorities as discriminatory tax measures came to 

violate the non-discrimination rule in trade and investment treaties and EU 

law. 

  For Korea, as an open economy proactively engaged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liberalization through simultaneous and multiple conclusion 

of FTAs, non-discrimination in taxation is an inevitable subject to grapple with 

when the East Asian region becomes ever more integrated towards an 

ultimate EU-like economic union.

  This thesis looks into what substantive meaning the non-discrimination rule 

has under tax and non-tax treaties, and analyz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treaties with regard to tax discrimination. Then, the thesis presents a 

possible amendment to the non-discrimination Article in tax treaties for 

coordination with that in non-tax treaties.  

  For a start, the current non-discrimination Article in the OECD model tax 

treaty(Article 24)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incomplete and lacking a 

consistent principle covering the whole provisions. The six paragraphs of 

Article 24 provide for particular forms of prohibited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nationality, permanent establishment, deduction and capital 



- 343 -

ownership, ruling out covert or indirect discrimination. 

  For non-tax treaties, the non-discrimination rule applies to tax measures as 

follows. 

  In cas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IIAs), the rule generally do 

not apply to treatments or benefits pursuant to tax treaties. However, a 

majority of the existing IIAs of Korea lacks the general tax carve-out clause, 

which may lead to Korea’s tax measures being covered by national 

treatment(NT) or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MFN) provisions of the IIAs. 

  In WTO Agreements, the MFN(Article 1) and NT(Article 3) clauses of GATT 

can be interpreted to apply to direct taxes in terms of both legal 

interpre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jurisprudence. Compared to GATT, while 

GATS considerably limits the applicability of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to 

direct taxes, there are still possible cases of direct tax measures being in 

violation of GATS non-discrimination rule. For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Article 2(NT) of the TRIMs Agreement may apply to tax incentive 

measures for investment linked to the use of domestic products. 

  In case of FTAs, NAFTA provides for the general tax carve-out and the 

priority of tax treaties on tax matters, resulting in very limited regulation of 

direct tax discrimination under NAFTA. Korea’s FTAs have some variations in 

tax-related provisions. However, the NT in goods and services trade in 

Korea’s FTAs has the same scope of application as with GATT NT and the 

exceptions to GATS NT respectively. In all investment chapters of Korea’s 

FTAs, the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do not apply to tax measures. 

  In the European Union(EU), the judicial activism of the ECJ has led to 

condemnation of various tax measures of the Member States as barriers and 

impediments to the operation of internal market infringing on the Four 

Freedoms of EU law. Between EU law and tax treaties, while EU law prevails 

on tax treaties, it seems that the MFN treatment will be difficult to apply to 

the Member States’ tax treaties in view of the D case decision. In the U.S., 

inter-state tax discrimination issues are mainly dealt with under the commerce 

clause, 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 and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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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onstitution. Although the two regions are similar in their levels of 

economic integration,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terms of 

history, political structure and the role of the judiciary, causing the difference 

in approaches to tax discrimination in the two regions. Therefore, the 

question seems to boil down to how the two conflicting values of tax 

harmonization and tax autonomy among the EU Member States or the U.S. 

states are coordinated.  

  The thesis then points out that the interaction of tax and trade-investment 

treaties may result in overlap or inconsistency of the two treaties with some 

direct tax measures becoming subject to non-discrimination rules of IIAs, 

WTO Agreements or FTAs. In some cases, however, tax and non-tax treaties 

could apply to the same subject matters with similar results. Furthermore, if 

paragraph 1 of Article 24 is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paragraph 6 of 

the said Article, non- discrimination provisions of tax and trade-investment 

treaties could possibly converge. 

  The jurisprudence of the ECJ shows that the Four Freedoms of EU law 

cover wider scope of discrimination than the tax treaty non-discrimination 

rule, and that in practice, the ECJ jurisprudence more or less affects the tax 

treaty interpretations in the EU Member States. 

  For purposes of coordinating tax and non-tax treaties in terms of tax 

discrimination, there needs to be normative alignment in the case of inbound 

restriction, namely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domestic producers over 

foreign producers, among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this regard, a guiding principle of assuring equitable 

conditions of competition and competitive neutrality has been induced for tax 

treaty non-discrimination clause. On this basis, the thesis presents the 

amendment proposals for tax treaty non-discrimination clause in ordinary 

situation and the EU situation respectively. 

  For ordinary tax treaties among non-EU countries, the main elements of 

amendment can be envisag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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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paragraph 1 will make clear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the whole 

Article that direct or indirect, and overt or covert discrimination in taxation 

shall be prohibited between nationals and non-nationals, or residents and 

non-residents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order to provide for equitable 

conditions of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roducers. To that 

effect, the interpretive note of paragraph 1 is added as new paragraph 7. 

  Second, in order to prevent the inconsistency or overlap in application of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in tax and non-tax treaties, new paragraph 8 

will provide that the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of trade and investment 

treaties shall not apply to a taxation measure unless the competent 

authorities decide that a certain measure is not within the scope of tax treaty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Third, as the new non-discrimination clause deals with tax discrimination 

more widely than the existing one, there may be a need to include justifiable 

exceptions reflecting the legitimate tax sovereignty concerns such as measures 

for equitable or effective imposition or collection of taxes prescribed in GATS 

Article 14(d). 

  Fourth, with a view to promote an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non-discrimination Article, a new paragraph 10 is added to provide for the 

obligation to assure transparency in tax-related legislations, procedures and 

rulings by making them public.

  In the EU situation, the tax treaty non-discrimination clause could be part 

of a tax treaty harmonizing with EU law. In this regard, a multilateral tax 

treaty among all EU Member States to minimize tax barriers and 

discrimination in cross-border situation is presented as a possible solution.

  With respect to dispute settlement, tax arbitration is emerging as a 

supplement to mutual agreement procedure under tax treaties whil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disputes are being actively addressed 

under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procedures, and investor-state 

arbitration procedures respectively. Although there are some debate about 

whether legalistic dispute resolution is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tax 

disputes, assuming that tax arbitration as legalistic dispute sett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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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s a norm supplementing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ax and trade-investment treaties are expected to 

eventually converge. 

  In addition,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WTO and UNCTAD should carry out joint 

committee works on possible improvement of tax treaty non-discrimination 

clause and dispute settlement system which will coordinate better with trade 

and investment treaties.

Key words : Tax Discrimination, Non-discrimination, Four Freedoms 

of EU law, Tax Treaties, Trade and Investment Treaties 

Student Number : 2012-3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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