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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현행 세법은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0% 간접외국납부세

액 공제를 인정하나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50%만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또한 증손자회사 혹은 그 이하 단의 외국회

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기업의 해외투자구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우

리나라 기업들은 해외투자시 직접/간접투자구조의 선택, 외국자회사 소

재지국의 선택, 법인/파트너십 형태의 선택 등 투자구조에 관한 의사결

정을 함에 있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의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구조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현행 세법상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적정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문제되는 국제조

세 문제이니만큼, 우리나라 세법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소재지국, 소득 

원천지국 등 여러 나라의 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합리적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격적인 검토에 앞

선 논의의 배경으로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과 관련된 일반

적인 문제점들에 관하여 다루었다. 우선 언급할 사항은 외국자회사가 외

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서는 그 나라의 형식적인 과세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국세법의 관점

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우리 법인세제의 

일부로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세제를 사실

관계로 놓고 이것이 과연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

인지 여부를 가리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그 발생 시점을 내국세법과 외국세법이 달리 볼 

수 있다. 이 경우 내국세법의 기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것인

지 아니면 외국세법의 기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것인지가 문

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외국납부세액의 산정 자체는 세액을 납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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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보더라도 경우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표준 산입 없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만이 인정되는 조세차익거래행위가 가

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

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우리 세법상 기준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

액을 우리나라에서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일률적으로 외국세법상 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 현지세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내국세법에 의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외투자구조를 제한하는 측면에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관하

여 살펴보았다. 현행법의 기본태도는 증손자회사 이하 외국회사의 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 증

손자회사 이상의 외국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세법이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

에서 납부한 세액의 100%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나,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당한 배당원천세나 외국

자회사가 제3국에 설치한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그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50%의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만 인정한다. 이는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50%만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시 간접투자가 직접투

자에 비하여 세무상 불리하게 취급되는 결과가 된다.

현행 세법이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이 아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 및 외국손회사 단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50%만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형태를 선호하고, 외국손회

사까지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외국

증손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 나아가 독점



- iii -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벌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제한의 취지

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의 해외투자시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법원칙을 관철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현행 세법은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적용하는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내용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

외투자구조 결정시 간접투자 형태를 취할 경우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으로 

납부세액을 극소화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할 것이므로 외국자회사 소재

지국의 법인세액은 실질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

업의 해외투자시 실효세율산정과 관련하여 문제는 외국손회사 납부세액

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행세법은 외국손회사 납부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 소재

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정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내용에 따라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할 것인지 여

부가 달라진다. 이는 세법이 기업의 해외투자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현행 세법상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

하기 위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내용으

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소득 면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해외투자구

조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외국자회

사 소재지국에 대해 소극적·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한 부분은 향후 적극

적인 방식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중공제를 방지하

기 위하여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업의 해외투자 현

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현행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의 제한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세법상 도관으로 보는 파트너십에 의하여 해외투자하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다. 파트너십에 의한 해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 적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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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특히 법인세법 제57조 제6항에 규정된 Hybrid 사업체에 대한 외

국납부세액 규정의 적용에 관한 시론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주요어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해외투자구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 Hybrid 사업체

학  번 : 2009-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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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 형태는 건설

업이나 상사를 중심으로 한 지점(Branch) 형태의 투자가 대부분이었고, 

현지 인허가 문제 혹은 비자 문제 등 목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현지

법인(Subsidiary)을 설립하는 정도에 그쳤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산업분야가 특정국가에서 시행하는 건설업 등 단기 

프로젝트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해외거점을 활용한 복잡한 투자구조에 

의한 해외간접투자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1) 그러나 최근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기업의 상품이 국제적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현지 생산법인이나 판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안

정적 산업원자재 및 석유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나 국내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외국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형태도 단순한 직접투자

형태뿐만 아니라 간접투자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해외투자를 함에 간접투자방식을 고려하는 경영상 이유는, ① 외국회

사를 해외투자의 거점으로 삼음으로써 인력 및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기

하여 고정비(Fixed Cost)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② 외국회사를 

재무거점(Treasury Center)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해당 거점지국에서의 기업 공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③ 글로벌 기업

인 경우 지역거점 책임 경영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 ④ 추후 해외투

자 회수방안을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간접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는 직접투자안과 간접투자안의 투

자수익률(Owner IRR) 비교가 필요하고, 투자수익률 분석시에는 각 투자

1) 이 글은 주로 내국법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이른바 Outbound 자본거래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 글에서 직접투자라 함은 내국법인의 해외투자시 해외사업주체만 현지법인
으로 설립하여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간접투자라 함은 내국법인이 투자대상지국 혹은 제3국에 지주회사(이른바 Holdco)
를 설립하여 사업대상지극의 현지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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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별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분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가의 문

제, 즉 외국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

는 것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는 우선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외국자회사2)가 납부한 세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한 세액과 같

이 보아 공제를 허용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Deemed Paid 

Foreign Tax Credit)가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외국자회사

와 내국법인이 별개의 법인격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소유주는 동일하고 

외국자회사는 해외투자의 법적 수단(Vehicle)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

하여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도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세액과 같이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세법은 외국자

회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나 외

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

는 한편, 증손자회사 이하 단의 외국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

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시 직접/간접

투자구조의 선택,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선택, 법인(Corporation)/파트

너십(Partnership) 형태의 선택 등 해외투자구조에 관한 의사결정

(Outbound Structuring)을 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작용하

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를 위와 같이 파악한다면, 단 요건

이나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논리적 필연

성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2) 이 글에서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외국손회사는 외
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 혹은 제3국에 다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의미한다. 미국법
상의 용례를 빌려와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를 통칭하여 “외국회사(Foreign

Corporation)”라는 용어를 쓰고, 외국자회사를 1단의 외국회사(1st-tier Foreign

Corporation), 외국손회사를 2단의 외국회사(2nd-tier Foreign Corporation) 등으로 지
칭하기도 한다. 외국자회사, 외국손회사 및 외국회사는 Hybrid 사업체의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57조 제6항 소정의 “외국법인”과는 용례가 다르
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세는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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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구조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이 태도이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에 비해 해외투자구조 측면에서 단

순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투자구조의 단 제한은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증손자회사 이하 단의 소유를 제한

하는 내용과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세법은 1995년 12월 개정세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를 도입한 이래 해외투자구조 요건에 관한 제한은 대체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왔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간접외국납부세

액 공제제도에 관한 최근의 주요 세법 개정 연혁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

다.3) 

·2002년 개정세법 

-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국

가에 외국자회사가 소재하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

하여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함(지분율 요건 50%,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829호)

·2003년 개정세법

-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국가

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가 인정되기 위한 지분율 요건을 25%로 완화함(조세특례제한법 

제7003호)

·2005년 개정세법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법

인세법 제7838호)

·2007년 개정세법 

3)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세법 규정은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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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함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법

인세법 시행령 제2061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620호)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요건으로서 지분비율 산정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함(법인세법 제8831호, 조세특례

제한법 제8827호)

-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국가

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가 인정되기 위한 지분율 요건을 20%로 완화함(법인세법 제8831

호, 조세특례제한법 제8827호)

·2008년 개정세법

-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배

당원천세의 50%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함(2009년 

2월 4일 이후 배당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1302호,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307호)

-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이 동

일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것을,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이 상이한 경우

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 

규정함(2009년 2월 4일 이후 배당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13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307호)

-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국

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라 하더라도 특정외국자회사세액4)에 대

해서는 10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함(개정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시행일 후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21307호)

4)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함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소정의 “외국
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
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세액을 의미한다. 이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정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이른바 
Controlled Foreign Company 내지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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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세법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자회사 및 외국손회

사의 지분율 요건을 10%로 완화함(외국자회사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외국손회사에 관하여는 2010년 2월 18일 이후 최초

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9898호, 조세특례제한법 제

9921호)

-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 설치한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함(2010년 2월 18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법인

세법 시행령 제22035호)

- 특정외국자회사세액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 적용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둠(개정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307호)

·2010년 개정세법

- Hybrid 사업체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10423호)

-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기 위한 외국자회사 소

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 방식으로 국외소득 면제를 추가로 규정

함(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2577호)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국외소득 

면제 제도를 취하는 경우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둠(2011년 3월 31일 이후 최

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

22577호)

·2011년 개정세법

-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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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100%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함(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11128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 삭제 동법 제11133호)

-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기 

위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 방식의 하나로서 국

외소득 면제를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

하지 않은 국가에까지 확대 적용함(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11128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 삭제 동법 제11133호)

최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 도입 당시에는 조세조약상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는 경우에 이를 내국세법상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되었으나,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가 조세조약에 의해 규율되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 내국세법으로서 규정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2011년 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조세조약체결 유무를 불문하고 법인

세법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조세조약이 아니라 우리 

세제의 일부로 편입된 내국세법상 제도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강

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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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해외투자구조에 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

건 제한이 점차 완화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

히 해외투자구조 의사결정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제약

요인으로서 이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기업의 해

외투자구조 결정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 적정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문제되는 국제조세 문제이니만큼, 

우리나라 세법뿐만 아니라,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소득 원천지국 등 여

러 나라의 세법이 적용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합리적 해석

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래에서 현행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에 관한 세부 쟁점들을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제2장 및 제3장).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법에 의하

여 기업의 해외투자시 외국회사의 소재지국과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현행

법 규정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제4장). 

일본의 경우 2009년에 외국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법

으로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국외배당소득 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를 취한 것을 비롯하여,5) 주요국 중 우

리와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외국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비교법상의 목적으로는 주로 미국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특별히 기업의 

해외투자구조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

는다. 그 밖에 다른 나라 세제에 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

용을 위한 일종의 사실관계로서 의미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의 세

제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비롯한 다른 세법상 

5) 정재호, 구자은, 송은주, 미국·일본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세법연구 09-06,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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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쟁점들에 관하여도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

토하였다. 

기업의 해외투자시 고려할만한 국제조세상의 문제로는 투자구조 결정문

제 뿐만 아니라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를 고려한 자본구조 결정

문제,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문제 등을 고려한 거래구조 결정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

서는 투자구조 결정문제에 국한하여 우리나라 법인기업에 적용되는 법인

세법 제57조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한 특례 규

정인 법인세법 제57조의 2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 개정되어 2012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되는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에 관한 개정세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투자구조 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

보았다.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으로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법인의 해외투자라는 문제 상황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내국법인, 외국자회사, 외국손회사, 외국법인, 

Hybrid 사업체, 소재지국 등의 용어는 기본적으로 현행 조세법령, 행정해

석, 법원판례, 세법개정안, 개정세법해설 등에 나오는 용어의 의미대로 

사용하였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유효

하게 적용되는 세법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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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쟁점

제1절 의의

본장에서는 해외투자시 투자구조 결정에 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논의의 배경으로서 간접외국납부세

액 공제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에 관하여 다룬다. 우선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의미 및 내국법인의 법인세 사

업연도에 대해 살펴본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한 세액

으로 보아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야 하고, 그 법인세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 기간과세원칙상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

인세액을 내국법인의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어야 할 것인

가가 문제된다. 특히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세법과 우리나라 세법이 다

를 수 있으므로 어느 나라 세법상 기준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인

정하고 또 공제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제2절). 

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 외국법인 납부세액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대해 분석한다. 동 규정은 간

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 외국자회사 납부세액 공제 후 세후소득에 

의한 수입배당금을 외국에서 법인세 납부하기 전의 금액으로 환산해주기 

위한 특별한 Gross-up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직접외국납부

세액 공제시에는 Gross-up을 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

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 실효세율 계산의 예를 보인다(제3절). 

다음으로 현행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요건으로서 현지분율 요건

과 지분 소유기간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검토한다. 지분율 요건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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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결권 있는 지분의 의미가 문제될 수 있고, 지분 소유기간과 관련

하여서는 지분 소유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인수·

합병거래시 피인수·합병 회사의 자회사 주식의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인

수·합병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피인수·합병 회사가 해당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제4절). 

마지막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규정과 이와 관련하여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 주장이 어떠한 상황에서 실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언

급한다(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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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 및 내국

법인 법인세의 사업연도

I.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종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 소

재지국이 외국자회사에 대해 부과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한다.6) 비단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외국납

부세액 공제대상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외국법인세액”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외국법인세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외국

자회사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세액에 국한하지 않고 법인세의 선납으로

서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서 원천징수 당하는 세액을 포함하는 것이다.7) 

행정해석에 의하면 반드시 납부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

할 것으로 확정된 이연납부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8)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

는 포함되나,9) 가산세나 가산금은 제외된다.10) 외국에서 납부한 부가가

치세(VAT), 물품세(Excise Tax), 관세(Customs Duties) 등이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이다.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

에서 수출시 납부하는 “Use Fee”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여

부가 문제시된 사안에서, 행정해석은 자국 내 법인세에서 공제가능한가

라는 형식적인 면보다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세액

인가라는 실체적인 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이 아니라고 한바 있다.11)

6)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

8) 서면2팀-643(2006년 4월 19일자)

9)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본문 괄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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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소득세제의 일부로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과세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으

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세제를 사실관계로 놓고 이것이 과연 소

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세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법적 판단이 필

요할 것이다.

2. 외국납부세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세법

외국자회사는 그 소재지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그 나라의 통화로 계산

한 세액을 그 소재지국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서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 적용시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납부세액 공

제는 내국세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우리

나라 세법의 기준에 따라 재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예컨대, 내국법

인은 내국세법상으로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원천지국 세법상으로는 매출총

이익에 사업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에 대한 

조세로 납부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문 소정의 “외국자회사의 소득

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에 대응되는 금액”

은 각 사업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별로 세전소득이 외국자회

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고, 그 사업별 납부액이 “법인세

액”이 되는 것이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외국자회사의 과세표준과 법인세액 산정은 당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세법상의 기준에 의한다고 하고,12) 외국자회사

11) 국제세원-563(2009년 11월 11일자)

12) 법규과-1629(2010년 11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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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세표준에 외국자회사가 차감한 이월결손금(Net Operating Loss)까

지 그대로 인정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한다.13) 나아가 외국자회

사 소재지국이 사업별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존중

하여 우리나라 세법에 따른 세액 계산시에도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각 

사업별 법인세액을 산정한다.14) 행정해석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외국자

회사 소재지국의 세법을 존중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세법상의 기준에 의하

여 환산하여 그 세액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다만, 항상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세법상 기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 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

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상 

기준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산출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II. 항에서 상술한다.

3.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의 인정 여부

중간예납세액 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확

정되기 전에 세액을 개산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바, 그 성질상 

추후 정산절차를 예정하는 제도이다.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15)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자회사가 세

13) 국제세원-456(2010년 10월 19일자)

14) 서면2팀-1121(2004년 6월 1일자)

15) 가령 우리나라의 투자회사 A가 미국 내에서 파트너십 과세방식에 의하는  Limited 
Partnership을 설립한 경우, 동 Limited Partnership은 A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
해 1년에 4회 세액을 계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IRC Section 
6655(c). Treas. Reg. Section 1.1446-3(b)(1), 한편 우리나라의 투자회사는 미국 
내에서 매 사업연도 종료시로부터 4개월 내 해당 사업연도 미국 내 소득금액에 대한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Limited Partnership이 납부한 세액과 정산할 
수 있다. Treas. Regs. Section 1.882-2(2). 동 Limited Partnership이 납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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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납부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수취하여 동 배당소득이 내

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외

국자회사의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수취하지 않는 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논의하는 문제는 중

간예납시점 이후 확정신고 이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수취

하는 경우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나 행정해석 등 유권해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우선 국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중간예납 시점에는 그 세액이 확정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신고확정 방

식을 취하는 세목이라 하더라도 중간예납 시점에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

정되어 있으므로(동법 제22조 제1항), 이러한 취지를 관철한다면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상으로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이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양자의 해석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우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의 “확

정”은 국내에서 체납처분에 나아갈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

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으로서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외

국자회사의 법인세의 “확정”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만약 중간예납시점에 

은 “중간예납세액“으로서 성질이 있는 것이고 동 Limited Partnership이 세액을 납부
한 시점에 A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다만 미
국법상 Limited Partnership은 대법원 2012년 1월 27일 선고 2010두19393 판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될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이른바 Hybrid 
사업체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문제로서 위 판결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6항에 
따르면 배당금/분배금 수령시점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Hybrid 사업체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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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해외사업을 벌이는 기업으로

서는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후 정산 확정된 납부세

액이 중간예납세액에 미달한다면 외국의 과세통지의 지연 등으로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을 법인세 신고기간 내 하지 못한 경우 과세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45일 이내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로 외국납부

세액 공제 신청을 하면 될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도 없다. 

그러나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정산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과다 공제 신청한 것이 

되어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국

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가산세 부담 때문에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II.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내국법인 법인세의 사업연도

1.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 적용시 공제대상이 되는 내국법인 법인세

의 사업연도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내국법인 법인세 사업연도는 2008년 개정

세법에 의하며 명확히 규정된바, 현행법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

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16) 예컨대, 외국자회사로부터의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

원천세에 대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자회사의 배당결의시점이 

속하는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배당소득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될 것이므로 동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된다.17) 

16)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1문, 종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로 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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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내국법인 법인세 사업연도에 대해서

도 역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1문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

소득, 즉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

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하다.18) 간접외국납부세액

은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므로 외국에서의 세금 납부시점과 국내에서의 외국납부세

액 공제 시점이 불일치할 수 밖에 없다. 즉 외국자회사 소득에 대해서 

그 소재지국에서는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과세되나, 외

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은 외국자회사가 적립한 배당가능이익에 대

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가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만 내

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외국자회사가 배당

결의하지 않는 한 외국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의 과세표

준에는 영원히 산입되지 않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

을 수 있다.19) 요컨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이 문제시되는 경우 

공제대상 내국법인 사업연도는 외국자회사의 배당소득이 과세표준에 산

입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외국자회사의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의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20) 

2. 해외 지점의 사업연도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와 상이할 경우의 문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일반론으로서 내국법인이 해외 지점을 통하

여 적극적 사업소득을 수취하나 해외 지점의 사업연도와 내국법인의 사

업연도가 다른 경우의 문제를 보자. 이 경우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1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18)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1문

19) 상법 제449조 및 제449조의 2 참조, 이러한 점 때문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규정 취지로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촉진이 언급되기도 한다.

20)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6조 제2호, 서면2팀-1121(2004년 6월 1일자, 재국조-59에서 재인용), 재국조
-59(2005년 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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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외

국법인의 국내 지점은 본점의 사업연도와는 달리 국내에서 신고한 사업

연도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21)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소재

지국의 세법 규정도 이와 같다면 지점 소재지국의 사업연도와 내국법인

의 사업연도가 상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생각건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외국지점이 그 소재지국에

서 적용되는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안분하여 내국법인의 동 사업연도 법

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지점의 사업연도가 4월 1일부터 3

월 31일까지이고 외국지점의 1차년도 납부한 법인세가 100, 2차 년

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200인 경우를 가정하자. 이 경우 내국법인이 1차년

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될 직접외국납부세액은 125(=100×9/12+200×3/12)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 및 법인세 신고 납부시까지 외국

지점의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인

세법은“과세기간의 상이” 등으로 외국에서 법인세 확정이 지연된 경우 

확정된 후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외국지점 소재지

국에서 확정 후 45일 이내에 국내 세무당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의 타당

성을 뒷받침한다.22) 

3. 내국세법과 외국세법이 동일한 소득의 발생시점을 달리 볼 경우의 문제

21) 법인세법 제6조 제3항 참조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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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소득에 대해 그 발생 시점을 내국세법과 외국세법이 달리 볼 

수 있다. 이 경우 내국세법의 기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것인

지 아니면 외국세법의 기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것인지가 문

제된다. 예를 들어 상환주식의 상환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내국세법은 

상환결의 시점에 의제배당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반면에,23) 미국세

법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본

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회사가 발행한 상환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미

국세법의 기준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 말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동 소

득 발생 시점에 미국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의 

기준에 따르면 상환 결의 시점에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산입되

는 것으로 보게 된다. 전항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

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세법은 원칙적으로 현지세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한다면 미국에서 원천세를 납부한 시점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외원천소득의 과세표

준 산입 없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만을 인정하는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행정해석도 내국세법의 기준에 따라 우리 세법

상의 소득실현시점인 상환 결의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미

국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세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바 있다.24) 이는 동일한 소득의 발생 시점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과 

외국세법이 상이한 태도를 취할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내

국법인의 사업연도는 우리 세법상 기준에 따른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론적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일률

23)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법인46012-2019(1993년 7월 8일자) 이 외에도 법
인세법 제40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참조 

24) 국제세원-1988(2008년 10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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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외국세법상 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공제해 주어야 하는 것

이 아니라 현지세법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내국세법에 의할 것인지는 외

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

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예는 외국세법상 소득 발생 시점이 내국세법상의 소득 발생 시

점보다 빠른 경우의 문제이다. 이와는 달리 외국세법상의 소득 발생 시

점이 내국세법상의 소득 발생 시점보다 늦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

가? 이 경우에는 외국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결정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 준하여 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실제로 문제시된 사안은 내국법인이 미국자회사에게 금원을 대여

하여 받을 이자에 대해 내국법인은 기간경과분 이자에 대해 소득으로 인

식하여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

나, 미국에서는 실제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원천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실제 원천세를 과세당한 때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에 관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25) 이는 성격상 경정청구에 해당되나, 특례 규정이 있을 경우 국세기

본법 제45조의 2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경우 동법 제45조의 2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II.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 외국법인세의 환산 기준시점 

1. 직접외국납부세액의 환산 기준시점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납부세액의 환산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

25) 서이46012-10679(2001년 12월 6일자), 동 행정해석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
57-0-2에 의한다고 하나, 해당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들어
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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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 제48조를 두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외국납부세액의 환산 기준시

점은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때가 되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

지 세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한 때가 되고, 그 후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때가 된다.26) 

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경우 세금 납부 시점을 원천징수시점

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시

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세

법상 배당원천세의 경우 원천징수 성립 및 확정시기는 배당금을 지급을 

할 때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기한은 배당결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다.27) 원천징수 시기와 원천징수

한 세액의 납부할 시기는 불일치하기 마련이므로 외국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을 할 때 외국에서 원천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환산하여야 할 것

인지, 아니면 외국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외국 과세당국에 원천징수

한 세액을 납부한 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외

국납부세액을 환산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

조에서 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법원판례는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된 범위 내에

서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천징수의

무자의 납부시에 조세채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 것도 있

고,2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원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반대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판례도 있다.29) 전자에 의한다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의 원

2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27)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28) 대법원 2007년 7월 7일 선고 2005두5666 판결

29) 대법원 1974년 10월 8일 선고 74다1254 판결, 대법원 1981년 10월 13일 선고 80
누288 판결, 대법원 1984년 4월 10일 선고 83누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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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징수 시점, 즉 배당금 지급시가 환산 기준 시점이 될 것이고, 후자에 

의한다면 외국자회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외국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시

점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환산기준시점이 될 것이다.

생각건대,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취지는 외국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

다. 원천징수 방식의 세액의 경우 현지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 및 세액이 자동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시를 외국납

부세액 환산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원천징수

의무자가 실제 세액을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유

리한 시점으로 납부 시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행정의 관점에서

도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 때 환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

국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발생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기준으로 삼아 외

국납부세액을 환산한다.30) 입법론상 참고할만하다. 한편 외국납부세액 산

정 기준시점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익금 혹은 손금 

항목이 아니다.31) 

2. 간접외국납부세액의 환산 기준시점

간접외국납부세액 환산 기준시점에 관하여, 행정해석은 외국자회사가 

세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배당한 경우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에서 기 납부한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그 순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각 사업연도별로 원화

로 환산한다는 입장이다.32)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에서 법인세를 납

부한 시점에 관하여 행정해석 중에는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

준으로 삼은 것도 있다.33)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30) IRC 986(a)(1)(A)

31)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32) 종래 상반된 행정해석을 재국조-59(2005년 2월 18일자)가 정리함

33) 법인22601-2555(1988년 9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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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므로, 외국자회사의 

세후 소득금액 및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역시 환산 기준시점이 문제된다. 이 경우 행정해석은 외국자회사로부터

의 수입배당금 또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납부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고 한다.34) 그러나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시점과 내국법인

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 수취시점 간의 시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고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

금액의 환산은 배당결의시점에 의하는 점 등을 감안하건대, 외국자회사

의 세후 소득금액 및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환산 기준시점도 

배당결의시점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수취 시점에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

인세액이 없었으나 사후적으로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법인세를 납부하

는 경우 소급공제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외국 과세관청으로부터의 

법인세 결정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

을 준용하여 당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34) 국제세원-190(2010년 4월 15일자), 국제세원-192(2011년 5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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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과세표준의 계산 및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 적용의 예

I.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 과세표준에 간접외국납부세액

을 가산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대한 이해

1. 배당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비교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제도(Imputation System)와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모두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일정금액을 가산한다는 공통점이 있

다. 그러나 배당세액공제의 경우 배당소득에 11%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

에 산입 후 동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나,35)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한다고

만 규정되어 있다.36) 구 법인세법상으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37) 

이는 현행 미국세법도 마찬가지이다.38)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간접외

국납부세액을 배당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거주자가 수취한 배당소득을 법인세를 부과 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 납부분에 해

당하는 금액(‘Gross-up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소득세액을 산

정한 후 동 Gross-up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한다.39) 즉, 내국법인의 세전수익을 a, 법인세율

35)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제17조 제3항 각호외 단서

36)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57조 제4항

37) 법인세법(법률 제5553호, 1998년 10월 1일 시행) 제19조 제6호

38) IRC 78, Treas. Reg. Section 1.902-1(c)(2)

39) 소득세법 제56조, 제17조 제3항 각호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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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t, 내국법인 세후 수익 100%를 배당한다는 전제 하에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금을 d라고 할 경우, 

a·(1-t)=d 이므로,

a에 관하여 정리하면, a=d·1/(1-t)이고, 

양변에 t를 곱하면, a·t=d·t/(1-t)이므로, 

t/(1-t)를 이론상 ‘내국법인의 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율’이라고 

할 수 있고(‘Gross-up 비율’), 배당금에 동 Gross-up 비율을 곱한 금액

이 Gross-up 금액이 되는 것이다. 실제 Gross-up 비율은 세법의 다른 제

도를 감안한 수직적 공평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의 산식과 달리 계

산된다.40) 현행법상 배당세액 공제의 경우 Gross-up 비율을 11% 상수

로 규정하고 있다.41) 이와 같이 배당세액공제의 경우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고유의 개념논리상 반드시 Gross-up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외국자회사

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배당재원이 된 외국자회사 소득에 관하여 

외국자회사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내국세법상의 법인세율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또한 세후소득으로 표시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세전소득

금액으로 환산하여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

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간접외

국납부세액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

고, 동 규정의 취지 또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의 이중과세를 조

정하기 위한 Gross-up 규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시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

40) 이창희, 배당세액공제와 금융소득 분리과세간의 모순이 기업의 재무구조 및 지배구
조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정의 261(1998)

41)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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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배당금의 경우와 비교하여 수직적 공평의 요구가 더욱 완화될 것이다.

2.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의 

비교

원천지국에서의 과세시점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시점이 일치하는 직

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세전소득금액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국법인이 현금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한 후의 소득 수령액에 원천징수금

액을 가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회계처리방법의 문제이므로 여기에서 

논의하는 세후소득을 세전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천지국에서 100이라는 소득금액에 대해 10% 원천징수

가 되는 경우 회계처리상 소득금액을 100으로 인식할 수 있고,42) 현금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90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다.43) 현금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인식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현금수령액 90에 원천징수

세액 10을 더하여 100으로 인식하는 것은 회계처리 방법의 문제에 불과

한 것이다. 예컨대, 중국 소재 외국자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배당원천세가 중국에서 감면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감면세액을 다시 익금 산입하는가가 문제시된 사

안에서, 행정해석은 결산상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세액 상당액에 대해서

는 다시 익금 산입할 수 없다고 하여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산입은 회계처

리의 문제임을 명백히 한바 있다.44)

3. Gross-up 금액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자체를 산입할 것으로 규정한 현행법

의 타당성 검토

42) (차변) 현금       90 ∣ (대변) 국외원천소득 100    
(차변) 선납법인세 10

43) (차변) 현금       90 ∣ (대변) 국외원천소득 90

44) 서면2팀-1283(2005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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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을 법인세 부과 전 세전 소득

금액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념적으로는 위 배당세액공제에서 본바와 같

이 배당소득 금액에 t/(1-t)인 Gross-up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면 될 

것이나(t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인세율), 현행법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세액 자체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내국법

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비율을 11%로 간주하는 것

과는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

세액 자체를 Gross-up 금액으로 하는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법인세율이 10%라면 Gross-up 비율이 

11%(=10%/(1-10%)), 법인세율이 20%라면 Gross-up 비율이 25%(=20%/(1-20%))

로서 Gross-up 비율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법인세율을 Gross-up 비율의 대

용치로 사용하면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을 세전소득금액으로 환

산하기 위해 Gross-up 비율을 곱한 금액은 곧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이며, 이는 곧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중 수입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결국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

액과 일치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Gross-up 금액

=배당소득금액×Gross-up 비율

=배당소득금액×법인세율

법인세율=법인세액/소득금액이므로, 위 등식은 곧, 법인세액×배당소

득금액/소득금액인바, 이는 곧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

응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요컨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 적용할 Gross-up 금액을 공제할 간접외

국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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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손회사 납부세액 및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경우

제3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수

입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 중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

고,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손회

사 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이나 제3국의 지점에 귀속되는 소

득에 관하여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 등에 대하여도 역시 50%만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50% 공제만 인정되는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과세표준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는 어떠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생각건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을 내국법인

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세후 배당소득을 법인세 세전 소득으로 환

산하기 위한 특별한 Gross-up 규정으로 이해한다면, 외국손회사 납부세

액 중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의 50%에 대해서만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0%만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Gross-up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

에 관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의 배당수령액 혹은 제3국의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현금 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발생 기준

으로 바꾸는 것은 앞서 언급한 회계처리 방법상의 문제이다. 그러나 법인

세법 규정에 의하여 동 세액에 대해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

정되는 것이므로 동 세액에 관하여도 역시 50%만 Gross-up해야 할 것이

다.

II.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한 실효세율 계산의 구체적인 예

예를 들어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의 법인세율이 3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조세조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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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율인 15%이고,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법인세율이 29%이나 배당

소득 면제 제도(Participation Exemption)를 두고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감면세율인 

10%,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율은 22%이라고 할 경우, 외국손회사 소재

지국에서 발생한 세전소득금액 100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과세표

준 산정시 산입할 외국납부세액 및 총 실효세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

자. 위 예에서 내국법인의 다른 국외사업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은 고려하지 않으며 외국손회사와 외국자회사는 세후소득의 

100%를 배당한다고 가정한다. 

외국손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는 32(=100×32%), 배당원천세는 10.2(=(100-32)×15%)

이고, 외국자회사가 납부할 법인세는 배당소득 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아 없으

며, 배당원천세는 5.8(=(100-32-10.2)×10%)이다. 내국법인의 세후 배당금 수령

액은 52(=100-32-10.2-5.8)이나, 배당소득금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선급법인세로 

인식한 배당원천세를 합산한 57.8(=52+5.8)이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과세

표준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16(=32×50%)으로서 국내 법인세액은 16.2(=57.8+16)×22%, 

주민세 제외)인바, 외국납부세액 합계가 48(=32+10.2+5.8)이므로 국내 법인세액은 

전부 공제되고 48%가 실효세율이 되며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31.8(=48-16.2)는 5

년간 이월 공제된다.

III. 관련문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미산입시 과소신

고 가산세의 부과 가능성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납세의무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년 이내 경정청구에 의하여 외국납

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은 동 경정청구에 의해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주장할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미신고 부분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한바 있다.45) 또한 행정심판례에 의하면 심

45) 재법인46012-216(2000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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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에 대한 경정청구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

우 환급세액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환급할 것인가

가 문제시된 사안에서 위 재법인 46012-216 행정해석을 원용하면서 가

산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6) 법원판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잘 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 과세관

청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는 경우에

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47) 

생각건대, 위와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에 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행정해석에 의하면 외국자회로부터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후 경정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 가산세 효과까지 감안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6) 국심 2001서0682(2001년 6월 19일자)

47) 대법원 2004년 2월 26일 선고 2002두10643 판결,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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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지

분 10% 이상을 6개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규정의 해석

I. 현행법 규정

현행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한 지분율 요건으로 

외국자회사 지분을 6개월간 10% 이상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48) 

2007년 말 개정세법에 의하여 여기에서의 지분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지분을 

6개월간 10% 이상 소유함과 동시에 내국법인이 6개월간 10% 이상 간

접 소유할 것을 요한다.49) 종래 2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개정세법에 의하여 10%로 완화되었다. 

II.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지분소유기간 제한과 관련된 

문제

내국법인이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시 피인수·합병 회사가 세후 이

익잉여금이 있는 외국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합병 회사의 

외국자회사가 인수·합병 시점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내

국법인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는가

가 문제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자회사 지분

의 6개월 이상 소유 요건 판단에 관하여 피인수회사 인수 시점, 즉 합병

등기일부터 계산한다는 것이 종래 국세청 행정해석의 태도였으나,50) 

2011년 말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인수·합병 법인의 보유기간 관련 

합병등기일이 아니라, 피인수·합병법인의 자회사 주식 취득시부터 기산

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51) 

48)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49)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0항

50) 국제세원-233(2009년 5월 8일자) 국제세원-382(2011년 8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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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을 규정

한 것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3개

월 보유기간 요건을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52) 이러한 규정들은 오로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혹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 해외 

혹은 내국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짐작

된다. 그러나 피인수합병 회사 자회사의 세후 이익잉여금까지 감안하여 

인수대가가 결정되므로 특수관계자 간의 인수 합병이 아닌 이상 외국납

부세액 공제만을 적용받기 위한 기업 인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인수 시점 이전에 발생한 세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인수 시점 이전에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변경된 행정

해석의 태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53) 

따라서 피인수·합병 회사의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종래 행정해

석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

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해석의 변경은 국세기본법 제45

조의 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일로부터 3년 미경과분

에 대해서만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수·합

병 회사가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이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므로 2009년 사업연도 중 수취한 피인수·

합병 회사의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51) 재국조-536(2011년 11월 11일자)

5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보유기간 요건에 관하여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세법 제18조의 2 제2항,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에
서 규정하고 있음

53) 미국세법은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관련 외국납부세액 공제 남용 우려 때문에 
기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IRC 901(k)),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요건으로
서 지분 소유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일 것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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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결권 있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문제

현재의 자유화된 기업금융여건 하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고

전적인 주식 또는 사채발행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국법인

이 소유하는 외국기업의 투자증권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소유한 것인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복

잡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외국 회사의 후순위 채권과 같

은 Hybrid 증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증권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채권으로 보느냐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여

부가 좌우될 수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

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기업에 대해 그 기업이 형식상으로는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으로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국내은행이 개인여신을 유동화 하는 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의 주식을 인수하고 무의결권 주식을 배당받게 된 경우 간

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행정해석에 

의하면 수입배당금액의 계약내용, 실제자금수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할 사항이라고 하였고, 하급심판례는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의 유무, 

주식 거래에 관한 현금흐름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 실제 주주의 지

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제3자에게 이전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배

당을 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의결

권 있는 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바 있다.54) 

54) 재국조-282(2008년 11월 7일자), 서울고법 2011년 1월 21일 선고 2010누18248 

판결



- 33 -

제5절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규정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 주장의 실익

현행법상 직접외국납부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외국납부

세액 공제 한도를 정하되 그 한도액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

×국외원천소득/전세계소득”으로 정하고 있다.55) 이는 곧 “국외원천소득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전세계소득”으로 바꿀 수 있고, “한국에서 납부

할 세액/전세계소득”은 곧 “한국법인세율”이므로 결국 “국외원천소득×한

국법인세율”을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외국납

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한

국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세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최소한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제한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

므로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되나 공제한도액의 이월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동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규정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경

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반론적으로는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의 50%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간접투자보다 투자대상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100%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직접투자가 세법상으

로 선호된다. 그러나 내국법인이 여러 국가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 한 

국가가 고세율국이라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다면, 저세율

국 투자시 투자구조 결정문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제한으로부

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즉, 이러한 예에서 일괄한도방식을 취한다면 고

세율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초과액과 저세율국의 외국납부세액 공

제 한도 미달액이 상계되므로 저세율국에 투자시에는 적어도 외국납부세

액 공제 측면에서 직접투자 혹은 간접투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경영 

55)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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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해외투자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는 현행 세법상 최고 법인세율이 22%로서 연방 최고법인세율이 35%인 

미국 등에 비하여 세율이 낮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등 고세

율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등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내국

법인이 다른 해외투자 대상지국 중 우리나라보다 저세율국가에 대한 투

자구조 결정이 문제가 된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초과액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필요에 따라 해외투자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내 법인세율은 전 세계 기준에서 볼 때 낮은 편에 속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대부분이 공제되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최

종 실효세율이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경우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주장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A국 자회사가 납

부한 세액이 50, B국 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이 100이나, 국내에서 납부

할 세액이 50인 경우 A국 자회사가 납부한 세액만으로 내국법인이 납부

할 세액의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B국에서 납부할 세액에 대한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를 주장할 실익은 없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의한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

제의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주장의 실익이 있을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는 내국법인의 결손금은 10년간 과세표준

에서 이월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해외로부터 배당소득을 얻더라도 어차

피 국내에서 이월결손금과 공제되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실익이 없어진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사

업의 사업성 검토시에는 회사 전체의 이월결손금 효과는 고려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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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해당 기업 내의 이월결손금이 예외적으로 당해 해외투자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

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실익

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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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투자구조에 관한 의사결정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시사점

제1절 의의

이 장에서는 전 장에서 논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일반적

인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투자구조에 관한 의사결정시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세법상 제약요건에 관하여 검토한다. 우

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해외투자구조의 단(Tier) 요

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외국자회사, 외국

손회사 혹은 그 이하 단의 외국회사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인정될 수 있

는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외국자회사 혹은 외국손회사가 그 소재지국

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범위와 외국자회사 

혹은 외국손회사가 그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외국회사 소재지

국에서 세액이 감면된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에 관하여 살펴본다(제2절).

다음으로 현행 세법상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

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법제를 

사실관계로 놓고 우리나라 세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 요건에 부합하

는 경우에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태도이다. 이로 인

하여 기업의 해외투자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극히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 법 개정 결과 현행법은 외국자회사 소

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뿐만 아

니라 이른바 “국외소득 면제” 제도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외소득 면제” 개념의 해석이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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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외국자회사의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로서 무세주의(無稅主義)56)를 취하는 경우에도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제3절).

56) 이른바 “무세주의”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UAE나 버
뮤다와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및 원천세 제도가 없는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UAE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제도가 없고, 금융업 혹은 석유․가스 사
업 등 특정 세원에 국한하여 세금을 걷어 국가재정수요에 충당한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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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업의 해외투자구조의 단 요건에 대한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공

제제도의 시사점

I.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상 해외투자시 투자구조의 단 

요건의 제한에 관한 세법개정연혁과 현행법의 기본적인 태도

1995년 개정세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외국자회사 단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

였다. 당시에는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상 규정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2002년 세법

개정시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게 되었다. 다만 조

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 납부

세액의 50%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 이에 관

하여 다음 항에서 상술한다.

2007년 개정세법에 의하여 외국손회사 단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간

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게 되었다. 동 개정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도 법인세법과 동일한 것이었다. 한편 2008년 개정세법에 의하여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로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손회

사 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0년 세법개정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

의 범위를 국외소득 면제 제도에까지 확대하였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범위 확대는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있어 법

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국한하는 것이었다. 2011년 세법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삭제되고 조세조약 체

결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하

도록 개정되었다. 2011년 개정사항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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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기본태도는 원칙적으로 외국자회사 단의 납부세액에 대해서

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되, 외국손회사 단의 납부세액에 대해서

는 이를 외국자회사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아 외국자

회사 납부세액이 감액되는 경우에 한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에 관하여 외국자회사가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함과 동시에 증손자 이하 

단의 외국회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구조 의사결정시 3단 이

하의 외국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만 한다.

II.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인정범위

1. 현행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식

현행 법인세법상 공제가 인정되는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다음 계산

식에 의하여 산정된다.57)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국자회사의 세후소득
수입배당금액

      

               

위 수식에서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외국자회사의 세후소득
수입배당금액

”을 편의

상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외국납부세액’으로 

부르기로 한다.58)

한편 공제가 인정되는 손자회사의 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과 같이 산

5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

58)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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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59)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50%)× 국자회사의 세후소득
수입배당금액

위 계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 외

국납부세액”은“외국손회사 법인세액× 외국손회사 세후소득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으로 

계산한다.60) 위 계산식을 분해하면,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외국자회사의 세후소득
수입배당금액

)

+(외국손회사 법인세액×50%×외국손회사 세후소득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세후소득
수입배당금액

)

이 되는바, 위에서 “외국손회사 법인세액×외국손회사 세후소득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세후소득
수입배당금액

”을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

회사 납부세액’으로 부를 수 있다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계산식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외국납부세액의 100%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의 50%.

2.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식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손회사 없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식

은 다음과 같다.61)

59)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2호

60)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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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국자회사의 세후소득
수입배당금액

×50%  

 

한편, 외국손회사 있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

다.62)

(외국자회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외국자회사의 세후소득
수입배당금액

×50%

위 수식을 분해하면,

 (외국자회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외국자회사의 세후소득
수입배당금액

×50%)

+(외국손회사 법인세액×50%× 외국손회사 세후소득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세후소득
수입배당금액

)

이 되므로,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외국납부세액의 50%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의 50%.

즉,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서는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7조

가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하였으나,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100%가 

아닌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된 부분이 법인세법이 적용

되는 경우와 상이하였던 것이다. 

6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6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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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범위에 관한 2011년 개정세법의 의의와 해

외투자구조 결정에 관한 시사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래에는 법인세법 제57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6이 적용되는 경우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범위의 차이가 있었으나, 2011년 12월 31일 개정세법에 의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과 동

시에 조세조약상 규정 유무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즉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됨은 종전과 

동일하나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조세조약으로 간

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하지 않더라도 100% 간접외국납부세

액 공제가 인정된 것이다. 

종래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시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국가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세무효과 

측면에서 선호되었으나, 위 개정세법으로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여

부를 묻지 않고 투자구조 결정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동 개정사항

은 2011년 사업연도에 귀속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2012년 신고시부터 적용된다.63)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 말에 종

료하는 경우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

한 국가에 외국자회사가 소재하였다면 동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

금 중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

회사 납부세액은 50%만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었음에 반하

여,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은 10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될 것이다. 다만 외국손

회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므로 

63)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1128호, 2011년 12월 31일자)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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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의 외국회사를 통한 해외투자구조가 2단 이하의 외국회사를 통한 해

외투자구조보다 세제상 우대되는 것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4.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경우 

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의의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에 대한 2011년 

개정세법의 의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없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회사 납부세액이라 하더라도 100% 세액

공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그것이

다.64) 특정외국자회사세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외국자회사가 내

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

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의 법인세가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될 것, ②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하는 배당에 대한 원천세가 아

닐 것 등이다. 이는 배당분배세 혹은 초과배당세(Tax on Distribution, 

Tax on Distributed Profits, Secondary Tax on Company)라고도 불리

며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배당 지급시 부과한다는 점에서 배당원천세

와 유사하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자회사인 점에서 배

당원천세와 구분된다. 남아공 이나 인도에서 이와 같은 세금이 있다. 특

정외국자회사세액은 배당원천세와 형태가 비슷하므로 이에 준하여 10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규정취지였다.65)

2011년 12월 31일 개정세법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규정이 삭제되면서 특정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

한 근거규정이 없어졌다.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관하여 100% 간접외국납

6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전단 괄호 안

65) 기획재정부, 2008 간추린 개정세법, 4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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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므로 특정외국자회사 세액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외국자회사 세액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10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될 것이다. 다만, 구 조세특

례제한법 규정이 삭제되면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취급할지 아니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취급할지에 대

해서는 해석에 맡겨지게 되었다. 

생각건대, 비록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배당원천세와 비슷한 형태이지

만 이와 별개로 외국자회사에 대해 과세되는 세액이므론 종전과 같이 외

국자회사 납부세액으로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시 

동 세액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

다.

나. 특정외국자회사세액에 대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의 취급과 

우리나라 세법의 취급이 다른 경우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으로 간주되어 100%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세액에 대해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는 이를 

배당원천세로 취급하여 배당에 관한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우선 논의의 

전제로 소극적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본다. 예컨대 조세조약의 적용범위가 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

를 포함하고 있고 지방세가 법인세액의 10%로 과세된다고 하면, 비록 조세조

약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이 15%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 자체에 대

한 제한세율은 13.636%(=15%/(1+10%)만 인정되어야 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66)

행정해석은 인도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 자회사가 본국에 배

6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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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분에 대해 과세되는 배당분배세에 대해 조세조약상 배당원천세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을 적용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이를 특정외

국자회사세액으로 보아 10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한바 있다.67) 

즉, 재국조-272 행정해석의 사실관계를 보면, 인도 내국세법상 특정외국자회

사세액은 배당금액의 15%이나, 소득세액의 10%인 1.5%(=15%×10%)가 부가세

(Surtax)로 부과되고 소득세액과 부가세의 합계액의 3%인 0.495%(=(15%+1.5%)×3%)

가 다시 교육세(Education Tax)부과되므로 결국 인도에서 적용하는 특정외

국자회사세액 적용 세율은 16.995%인바, 세액에 대한 부가세의 세율은 

13.3%(=16.995%/15%-1)로 계산된다. 또한 한·인도 조세조약상 인도의 경

우 법인세에 부가되는 모든 부가세에 대해 동 조약이 적용되고, 인도 소재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에 대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은 15%이므

로,68) 만약 인도 과세관청이 특정외국자회사세액에 대해서도 배당에 관한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배당에 대해 실제 적용할 제한세율은 

13.2391%(=15%/(1+13.3%))가 될 것이다. 위 재국조-272 행정해석은 

인도자회사가 위와 같이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13.2391%를 적용하여 

인도 과세관청에 배당분배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세법이 이

를 배당원천세로 취급하지 않고 특정외국자회사세액으로 취급한다는 취

지인 것이다. 

생각건대, 위 행정해석의 태도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

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인지 여부는 현지에서의 과세방식 여하에 불구하

고 우리나라 세법상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은 우리 세법상의 제도의 적

용 문제이므로, 현지 과세당국의 취급 여하에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법상 

기준에 따라 세법상의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인지 여부를 가린다는 취지인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세법상 제도의 적용이 현지 과세당국의 처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다. 즉 

67) 재국조-272(2008년 10월 30일자) 참조

68) 한·인도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가.



- 46 -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인도 과세당국에 배당원천세 제한세율 적용을 탓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단지 이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아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뿐인 것이다.

III.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제한

1.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의 인정 여부에 관한 세법 개정 연혁과 현행법 규정의 태도 및 

시사점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

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었던 종래의 행정해석에 의하

면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 아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금 일체는 국

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다.69) 예컨대 홍콩 소재 

외국자회사가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해상

용 대가에 대해 2.64%의 Final Tax를 납부한 경우 동 세액이 국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이 사

안에서 행정해석은 홍콩 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인 홍콩에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이라는 이유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부

인하였다.70) 이에 대해 2008년 개정세법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것

이 비록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인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라 할지라도 그 납부세액의 50%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

액 공제를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2009년 2월 4일 이후 배당분부

터 적용).

69) 서면2팀-1988(2007년 11월 2일자)

70) 서면2팀-655(2008년 4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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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지점을 설치

하여 적극적 사업활동을 영위한 경우 지점 귀속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였다. 예컨대, 싱가포르 소재 외국자회사가 미얀마에 지

점을 설치하여 미얀마 지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미얀마 과세당국에 납부

한 세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 서면2팀-1988 행정해석을 원용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을 부인한 것이다.71) 그러나 2009년 세법

개정으로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동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그 소재지국에서 법인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세

액의 50%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2010년 2월 18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현행 세법에 의하면 위 국제

세원-0058과 같은 사안에서 싱가포르 자회사가 미얀마 지점 귀속 소득

에 관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의 50%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현행 세법이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100%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나, 외국자회사가 외국손

회사 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 당한 배당원천세나 제3국에 설치한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그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5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시 투자대상 소재지국에 직접투자하

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고, 금융 등의 사업상 필요가 있어

도 제3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하여 투자대상지국에 투자하는 것을 자제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2. 지점세의 경우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가 인

71) 국제세원-0058(2009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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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지 여부

자본수입국의 입장에서 외국기업이 자국내 자회사 형태로 진출시 자

회사의 모회사에 대한 송금에 대해서는 배당원천세를 부과하나 지점의 

본사에 대한 송금에 대해 배당원천세에 상응하는 세금을 과세하지 아니

하면 자회사와 지점 형태 간 조세중립성을 해치게 된다. 지점세 제도란 

위와 같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이익 송금시 배당원천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과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조세조약상 해당 

규정이 있을 것을 전제로 상대방 체약국에서 지점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지점세를 과세하고 있다.72) 예컨대, 미국 세법상으로는 우리나

라 법인의 미국 지점에 대해 지점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73) 우리나

라도 미국법인의 한국 지점에 대해 지점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설치한 지점에

서 이와 같은 지점세를 과세당한 경우 동 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명시적인 행정해석은 없

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지점형태의 투자와 외국자회사 형태의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점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건대, 외

국자회사가 제3국에서 과세당한 지점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조 제8항 각호외 2문 소정의 배당원천세에 준하여 50%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외국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

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여부

이상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원천지국에서 

72) 법인세법 제96조 제1항

73) Treas. Reg. 1.884-1, IRS Notice 87-56



- 49 -

납부한 세액은 2008년 및 2009년 세법개정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었다. 외국손회사가 그 소재지국이 아닌 제3의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도 해당 규정이 준용되어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예컨대, 외국손회사가 외국

증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 수취시 외국증손회사 소재지국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 혹은 외국손회사가 제3국에 설치한 지점 귀속 소득에 관하여 제3

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될지가 문제

되는 것이다. 만약 인정된다면 현행법상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50%, 소재지국이 아닌 원천지국에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50%가 적용되므

로 그 납부세액의 25%(=50%×50%)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외국회사가 그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제한은 완화되어 왔고 앞으로 더 완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

서 납부한 세액에 관한 규정으로서 외국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제3

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관하여

는 종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가 특별히 이를 인

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다. 외

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종전의 행정해석의 태도를 보건대 세법규정이 신

설되어 이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전까지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소재지국과 원천지국이 다른 경우에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왔다. 따라서 외국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는 명

시적인 규정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법 하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

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V.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효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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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부

1.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의의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적용

자본수입국은 세제상 혜택을 주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유

인이 있기 마련이다. 해외투자시 투자 대상지국의 조세감면 관련 항목으

로서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그 국가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

금 수취시 배당원천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별개로 살펴보아야 한다. 간

주외국납부세액 공제(Tax Sparing System)는 투자 대상지국에서 조세 

감면 혜택을 주어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자본수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

제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국 해외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 실효세율이 변화가 없으므로 자본수입국의 투자 

유인책으로서 조세 감면 혜택(Tax Incentive)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제도이

다.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으로 일부 세수

에 손해를 보기는 하나 이는 어차피 자본수입국이 법인세 감면을 하지 

않을 경우 세액 공제되어 세수에 포함되지 않을 부분이었으므로 간주효

과를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이다. 간주효과 인정의 한계에 관하여 행정해

석은 우리나라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간 조세조약이 있을 것을 전제로 애

초에 외국에서 납부의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

제를 인정하지 않고,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간주외

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74)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효과 인정여부에 따

른 실효세율 차이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 대상지

국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하여 100이라는 소득을 얻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법인세율은 32%, 원천세율은 5%이나 외국자회사 

74) 서면2팀-1297(2005년 8월 10일자, 서면2팀-1198, 2007년 6월 20일자에서 재인용)



- 51 -

소재지국이 조세유인책으로 법인세 및 원천세 전액을 면세한다고 가정한

다. 세전이익에 대해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은 32(=100×32%)이나 동 법인

세액이 면세되므로 외국자회사의 세후 이익은 100이고, 이를 전부 배당

할 경우 원천세는 5(=100×5%)이나 동 원천세액 역시 감면된다. 내국법

인 현금수령액은 100이고 전액 배당소득으로 인식되는바, 이에 대해 내

국세법상 법인세 산출세액은 22(=100×22%)이다. 국내에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감면받은 원천세만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경

우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은 17(=22-5, 주민세 제외)이나, 원천세뿐만 아

니라 법인세에 대해서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할 경우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은 0(=22-5-32,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 15는 5년간 이

월공제됨)이 된다. 이와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

액 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상당한 실효세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 우리 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여부 및 시사점

현행 세법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서만 인정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다.75)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시 투자유치국이 

투자유인책으로서 법인세 및 원천세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하여도 해당 조

세감면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체는 해당 국가에 지

점 형태로만 진출해야 하고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할 수 없게 되

는 결과가 된다.

3. 개별 조세조약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주외국

납부세액 공제효과의 인정 가능성

75)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재국조-11(2010년 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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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 규정상 직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의 경우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을 전

제로 한다. 우리나라와의 개별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있는 국가는 27개국에 이르고,76)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경우 

외국납부세액 환산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이나,77)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서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효과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생각건대, 1994년 법인세법 개정시 법인세법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둔 이유는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

세법상 세액 공제 규정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78) 그렇다면 개별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있어도 내국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는 이상 개별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79) 즉,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건대 개별 조세조약

상 간접외국납부세액이 감면된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세법상 이에 터잡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

제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80) 

76) 기획재정부, 2006 간추린 개정세법, 470면

77) 국제세원-247(2010년 5월 17일)

78) 문종국, 외국세액공제제도, 조세법연구 2(1996), 105면

79) Treaty Override를 내국세법의 적극적인 입법조치에 의하여 조세조약 규정을 무효
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단순히 조세조약의 자국 내 시행을 뒷받침하는 입법조
치의 결여를 Treaty Override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Treaty Override를 
한 국가의 국내법이 그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상황을 지칭한
다면 이와 같은 경우도 Treaty Override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80) Treaty Override에 관한 논의는 이재호, 법학박사 학위논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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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제한

I.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의미와 

현행 세법이 인정하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따른 실효세율의 차이

전 절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은 2007년 개정세법

에 의해 최초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었다. 현행 세법은 외국

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

로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

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81) 즉,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은 자회사 소재지

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한 후의 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을 한도로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해외투자구조 결정시 간접투자 형태를 취할 경우 외국자회

사 소재지국으로 납부세액을 극소화할 수 있는 국가로 이를 삼을 것이므

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법인세액은 통상적으로 없거나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외국자회사의 납부세

액 자체에 관하여는 큰 의미가 없다. 이보다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정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내용에 따라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된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앞서 언급한 무세주의82)를 취하는 

국가여서 법인세 및 배당원천세율이 0%이고, 외국손회사는 그 소재지국

에서 32%의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상황을 가정하자. 또한 외국자회사와 

81)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1항 2문, 국제세원-126(2010년 3월 10일자)

82) 무세주의에 관하여는 각주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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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손회사 간 조세조약에 의하여 외국손회사로부터 외국자회사로의 배

당에 대해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서 배당원천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가

정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에서 발생한 100이라는 소득에 대해 내국법

인의 입장에서 무세주의가 우리나라 세법이 인정하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 실효세율의 차이를 보자. 기본전제

로 외국손회사 및 외국자회사가 세후소득금액의 100%를 배당하고, 외국

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다.

100이라는 소득에 대해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서 32(=100×32%)의 법

인세가 과세된 후의 세후소득 68(=100-32)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의 

과세표준이 될 것이나,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법인세 및 배당원천세 과

세되지 않으므로 위 68 전부를 우리나라 모회사에 배당되는 경우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 인식할 소득금액이 된다. 만약 무세주의가 내국세법상 규정하

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국손회사 소재지국

에서의 납부세액 32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여지가 없고, 

위 68에 대해 국내 법인세율 22%(지방세 제외)를 적용한 15(=68×22%)

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이 되는바, 결국 100에 대한 실효세율은 

47(=32+15)%가 된다. 

반면 무세주의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외국손회사 납부세액 32 중 50%인 16이 국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내 법인세 과세표준은 84(=68+16)가 되고, 

이에 법인세율(주민세 포함) 22%를 적용한 18.5(=84×22%)가 법인세 

산출세액이 된다. 여기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16을 공제하면 한국 내 납

부할 세액이 2.5(=18.5-16)가 되므로 결국 100에 대한 실효세율은 

34.5(=32+2.5)%가 된다. 결국 무세주의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

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12.5%(=47-34.5)의 실효세율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세법상 이중과세



- 55 -

조정을 위한 제도가 우리 세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효세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투자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선정에 있어서 우리

나라 세법이 인정하는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를 둔 국가에 국한하여 

투자구조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II.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 연혁과 현행법

상 국외소득 면제 개념에 관한 해석론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의의

이중과세는 국제조세적 측면에서의 이중과세와 법인세 측면에서의 이

중과세가 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 또한 국제조세적 측면에서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와83) 법인세 측면에서의 이중과세를 조

정하기 위한 제도84)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국외원천소득 면제 제도

(Territorial Tax System)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국외

원천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Worldwide Tax 

System)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

세하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상으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국외소득 면제”를 모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내용으로 동일한 범주 내에서 열거하고 있

으므로,85)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맥락에서는 국제적 맥락에서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과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맥락에서의 이중과세 조정 

83) 예컨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Deemed Foreign Tax Credit), 배당소득 면제 
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등 

84) 예컨대, 배당세액공제제도(Imputation System),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Dividend-Received Deduction) 등

85)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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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

가. 2010년 12월 30일자 개정세법의 내용과 의의

2010년 12월 30일자 개정세법에 의한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

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10년 개정세법상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

종래의 세법 2010년  개정세법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

손회사 소재지국이 같은 경우

수 입 배 당 금 

익금불산입만

을 인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또는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

손회사 소재지국이 다른 경우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만을 

인정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국외소득 면제(*)

(*) 2010년 8월 24일자 기획재정부 발표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자회사 

배당소득 면제제도”로 되어 있음

2008년 개정세법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이 같은 경우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다른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국한한 것은 외국

자회사 소재지국이 우리나라 세법상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와 동

일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을 인정하는 

배타적 접근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내국세법상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내국법인간 배당에 관하여는 배당세액공제 방법

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86) 일반 법인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

86) 소득세법 제56조, 제13조 각호 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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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제도가 인정될 뿐이고,87) 예외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관하여 

배당금 소득공제가 인정된다.88)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만이 규정되어 있었고,89)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

당소득 면제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결국 외국자회사 소재지

국이 우리나라 내국세법상의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및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과 동일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손회사 납부세액

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이다.90)

2010년 개정세법상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국외소득 면제”제도를 두

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로 인정하여 외국손

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한 것은, 종래의 배

타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나름대로의 이중과세조정 방

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10년 12월 30일자 개정세법은 2011년 기중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에 관하여 2012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된다.

나. 2011년 12월 31일자 개정세법의 내용과 의의

종래 2011년 12월 31일자 세법 개정 전까지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할 것을 전제

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그 요건은 

법인세법과 유사하였다.91)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

액 공제가 인정되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

87)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88) 법인세법 제51조의 2

89)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90) 법인세법 제18조의 2, 3, 제51조의 2

9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11133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의 6 제3항 제2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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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정 범위 확대는 법인세법상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2011년 12월 31일자 세법 개정 전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즉 외

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2010년 12월 30일자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에 관한 정함이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는 동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1년 9월 7일 현재 조

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한 국가는 19개국에 불

과하다.92) 덴마크, 미국, 브라질(의정서 제7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93) 등이 이에 해당한다.94) 이에 반하

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없는 국가는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 싱가포르, 아일

랜드, 인도95) 등 58개국에 이른다.

 2011년 12월 31일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삭제 및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에 관한 규정을 두는지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인정 요건과 효

과의 차이를 두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관하

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이는 다음 표로 정리

할 수 있다.

[표 2] 2011년 개정세법으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범위 

확대

92) 기획재정부, 2011년 9월 7일자 세법개정안 

93)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나.

94) 기획재정부, 2006 간추린 개정세법, 471면 참조

95)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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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법개정 전 2011년 세법개정 후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

하지 아니 한 경우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독자적인 이중과세 조

정방식 불인정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독자적인 이중과세 조

정방식 인정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

한 경우(현재 19개국)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독자적인 이중과세 조정방식 인정

2011년 12월 31일자 개정세법도 2011년 기중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

금에 관하여 2012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되는바 이는 2010년 개정

세법의 경우와 동일하다.96)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거 법인

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97) 그러나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 수취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되므로 경정청구기간인 3년 이전에 외국손회

사가  납부한 세액이라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

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및 2011년 

개정세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크게 넓혀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3. 국외소득 면제 개념에 대한 해석론

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둘 것에 관

한 규정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내용에 관한 규정의 분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에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

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2008년 개정세법

에 의하여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

96)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0423호, 2010년 12월 30일자) 제1조

9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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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 방식에 대한 제한을 두

면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이 다른 경우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법만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에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할 것에 관한 규정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방법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98) 2010년 개정

세법에 의하여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외국자회사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범위를 국외소득 

면제의 경우까지 확대하면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할 것에 

관한 규정(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각호외 2문)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내용에 관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2항)

을 분리하였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2항은 제8항 각호외 2

문에 규정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내용으로서 이를 예시하기 

위한 규정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국외소득 면제와 배당소득 면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열거되어 있는 국외소득 면제

는 그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전세계소득 과세제도에 대응하는 것으

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하는 제도, 즉 국외원천소득 면제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 세법개정 당시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자회사 배당소득 면

제”라고 하여 배당소득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률에는 “국외소득 면제”로 규정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배당소득 면제를 제외하고자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 아

닌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내용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2항을 보면 세액 공제 방법으로서 외국자회

98) 2009년 2월 4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2호) 제94조 제1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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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재지국과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이 동일한 경우는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 상이한 경우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각 규정하고, 소득 면제 

방법으로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이 동일한 경우

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상이한 경우에 국외소득 면제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국외소득 면제 제도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응하는 제도로

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이 상이한 경우에 인정되

는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다. 즉 국외소득 면제는 내국법인 간 수입배당

금 익금불산입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배당소득 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외소득 면제”는 “(국외)배당소

득 면제”를 포함하는 논리적 관계에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외소득 면

제”개념은 국외원천소득 면제 제도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면제 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항에서는 현행법상 “국외소득 면제”의 개념 하에 국외원천소

득 면제 제도 및 배당소득 면제 제도가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개정법 전

후의 해석론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예로 홍콩에 외국자회사를 

둔 경우에 관하여, 후자의 예로 네덜란드에 외국자회사를 둔 경우에 관

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무세주의를 취하는 경우

에도 현행법상 “국외소득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에 관하여 검토한다.

III.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각 경우에 대한 검토

1. 국외원천소득 면제 제도를 취하는 국가에 대한 개정법의 세무효과

국외원천소득 면제 제도를 취하는 국가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이고, 싱가

포르는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국가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법제도와 금융환경, 입지 등으로 해외투자의 거점으로 널리 활용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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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이 국외원천소득 면제 제도를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허용 요건으로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유효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간 우리나라 기업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해외거점으로 활용하는 것

을 주저해왔다.

예컨대 내국법인이 홍콩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홍콩자회사가 제3

국에 외국손회사를 설립한 경우, 2010년 12월 30일자 세법개정 전 행정

해석은 우리나라 세법상 홍콩의 국외원천소득 면제 제도를 이중과세 조

정을 위한 제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

지 아니하였다.99) 또한 2010년 12월 30일자 개정세법으로 인정되는 이

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홍콩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홍콩자회사가 출자한 외국손회

사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100) 그러나 2011년 말 세법개정에 의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홍콩자회사가 출자한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마침내 허용되

고 이는 2012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될 것이다. 홍콩은 16.5%의 법

인세 저세율 국가이고 외국으로 배당시 배당원천세를 과세하지 않는바, 

장차 동남아나 중국 지역에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하여 홍콩을 외국자회

사 소재지국으로 활용하는 해외간접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배당소득 면제 제도를 취하는 국가에 대한 개정법의 세무효과

네덜란드의 경우 전세계소득 과세 제도를 택하는 한편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배당소득 면제 제도를 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금융 선진국으

로서 외국 기업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 투자시 거점지국으로 많이 활용

99) 국제세원-624(2009년 12월 18일자, 국제세원-126에서 재인용), 국제세원
-126(2010년 3월 10일자)

100) 국제조세제도과-109(2011년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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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2010년 세법 개정 전 종래의 규정에 의

하면 네덜란드에 외국자회사를 둔 경우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세법상 유

효하다고 인정되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두지 않았다고 간주되

므로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이 부인되

었다. 따라서 비록 네덜란드가 외국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관하여 

과세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관하여 국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배당소득 면제제도도 2010년 개정세법이 규정하는 국외소득 면제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2012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네덜

란드에 외국자회사가 소재하는 경우에도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국

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다. 앞으로 해외

거점 소재지국으로서의 네덜란드의 가치가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덜란드 내국세법상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으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 5% 이상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네덜란드 현지법인으로부터 

모회사로 배당시 총 배당금의 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덜란드의 

원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 적용과 관련된 시사점을 보면 내국법인이 100% 직접외

국납부세액 공제로서 적용받을 세액이 감소하고, 50%만 간접외국납부세

액 공제를 인정받을 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는 네덜란드 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당하는 것에 비하여 

최종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3.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무세주의를 취하는 경우 외국손회사 납부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인정 여부

UAE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이라 하더라도 외국은행의 지점이나 석유 

가스 회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일반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원천세를 과세하지 않다. 또한 기본적으로 국외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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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국외원천소득 면세제도를 취하는 결과 외국자회

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은 당연히 면세이고, 배당소득 면제 제도와 같은 제

도를 둘 필요가 없다. 한편 버뮤다의 경우에는 법인세 제도 자체가 없으

므로 국외원천소득 면제인지 여부를 논할 여지도 없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의 배당소득은 당연히 면세이다. UAE의 경우 이와는 달리 제한적으로나

마 법인세 제도를 두고 법인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 면제제도

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UAE나 버뮤다와 같은 무세주의의 경우 당연히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포함한 국외원천소득이 면제되므로 현행법이 규정하는 국외소득 

면제 개념과 충분조건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무세주의 국가

의 경우에도 현행법이 규정하는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서 국외소득 면

제 제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국내에서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UAE와 같은 경

우에는 세법상 국외원천소득 면제제도를 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

로 현행 세법상 규정하는 국외소득 면제에 해당하는 국가라는 점을 인정

하기가 더 용이할 것이다.

한편 무세주의를 택하는 국가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

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

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① 해

외투자거점으로서 무세국가를 다른 국가와 차별을 둘 이유가 없고, ② 

소득 해외 유보에 대한 대응은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세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③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무세주의를 취하는 국가에 외

국자회사가 소재한다 하더라도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국내에

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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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의 해외투자시 투자구조 결정문제와 결부된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개선방안

제1절 의의

전 장에서는 현행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내용과 특히 

기업의 해외투자시 투자구조 의사결정에 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

정의 제한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의 해외투자시 해외투자구조의 단을 2단의 

외국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50%만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

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5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해외투자시 직접투자구조가 간접투자구조에 비하

여 세법상 선호되게 된다. 나아가 현행 세법은 투자유치국에서 허용하는 

인센티브로서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효과를 인정

하지 않으므로, 특히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에는 더욱 직접투자방식이 유리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 

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타당성 및 개별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제2절). 

또한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해외투자구조의 단 요건을 제한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태도

를 보이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 대한 제한은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크게 완화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근본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요건으로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제3절). 추가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환산기준시점에 관한 규

정을 법 규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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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업의 해외투자시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현행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에 대한 검토

I.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상 기업의 해외투자구조 

의사결정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규정이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의 전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으로만 이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내국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이 제한

적인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행 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애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었다. 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을 세법상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종래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

회사를 금지하였으나, 1998년말 외환위기 이후 지주회사를 일종의 기업

의 지배구조 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현행 세법상 지주회사 수

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비상장법인인 경우 80%이상 소유시 100%, 

40%이상 80%미만 소유시 80%인바,101)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02) 

한편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형평성이 논란이 되자 일반법인에 대해서

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의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인정하

게 되었다. 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비상장법인인 경우 

100% 소유시 100%, 50%이상 100% 미만 소유시 50%, 30%이상 50%

미만 소유시 30%이다. 이와 같이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이 제한적이어서 일부만 법인세 이중과세조정을 해주는 상황에서 만약 

101) 법인세법 제18조의 2

102)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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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투자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을 국내

투자시의 이중과세 조정보다 더 좋게 해준다면 세법적으로 해외투자를 

국내투자에 비하여 우대하는 결과가 된고, 이는 세제상 자본의 국외유출

을 선호하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 해외투자구조의 단 요건에 대해서도 제

한적인 것은 공정거래법상 국내투자구조의 단에 대해 제한적이므로103) 

이를 반영한 것이다.

II. 기업의 해외투자구조에 대해 비중립적인 현행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 규정에 대한 검토

1. 세법과 다른 법의 관계 및 세법의 법적 안정성

생각건대, 세법도 법체계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이상 공정거래법 등 다

른 법의 입법취지를 세법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법이 다른 법을 반영하

여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법이 세법의 존중하여 입법되어야 하는가는, 

세법과 다른 법 중 어느 법이 더 확립된 법적 가치가 있는가(예컨대, 민

법), 법체계상 어느 법이 더 우위에 있는 법인가(예컨대, 헌법)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세법이 기업과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

는 법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 되기 쉬운 것이나, 그럴수록 법적 

안정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해외투자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상 지배구조 제한 취지를 반영해야 하

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소유 집중을 억제

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회사지배구조와 관련된 소유 집중이란 

재벌기업이 피라미드 출자, 상호 출자 등으로 소유권 대비 의결권을 더 

103)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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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행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소유 집중이 문제되는 것은 대리인 비

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기업의 대리인 비용은 결국 소액주주의 부담

으로 돌아가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

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내국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업의 

해외투자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주

간 공정거래의 문제는 국가 내부적 경쟁질서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에서 공정거래법에서조차 정하지 않은 기업의 투자구조에 관

한 규제적 사항을 정하고, 특히 내국법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에는 단 요건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에 비하여 해외투자시에만 

단 요건을 두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인 동시에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므로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장려가 필요하다. 기업의 국내

투자는 교육제도개선에 의한 인적자원 확보, 생산활동에 우호적인 사회

적, 법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투자시 투자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로 인하여 우리

나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위축된다고는 볼만한 실증자료는 없지만, 이로 

인하여 해외투자시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세제상 불안정성이 상

존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단 요건을 제한하는 규정의 개

정가능성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 규정의 개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에 과한 수단으로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인책으로 제시한 것

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의하여 경제의 소유집중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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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자회사 출자가 자체

가 제한되므로 사업상 필요가 있더라도 기업의 단을 늘리는 것에 대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출자총액제한은 지주회사 규정에 의한 

출자비율 및 단 요건 제한에 비해 더 강한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이 논란 끝에 폐지

와 부활을 거쳐 현재는 2009년 법개정으로 폐지된 상태이다. 장래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 등에 관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이 의무적이지 않으므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

지는 지주회사 전환의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주식 소유 제한과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제

한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배구

조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 세법상 해외투자구조에 대한 제한도 다시 논

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외국손회사까지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

정하는 부분에 관하여

미국세법상으로 6단의 외국회사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되,104) 

4단 이하의 외국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

정한다.105) 또한 2번째 단 이하 단의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시에도 100%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106)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104) IRC 901(b)(2)

105) IRC 902(2)(B), Treas. Reg. 1.902-1, 종래 3단의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
액 공제만 인정하였으나, Taxpayer Relief Act of 2007에 의하여 6단의 외국자회
사에 대해서까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함 Kuntz and Peroni, International 
Taxation, B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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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때문에 추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의 단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변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세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의 향후 논의의 전개, 나

아가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 내지는 정치적 

요구가 세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고민은 재벌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게 되면 국내투자의 위축 우려 때문에 국내투

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

내투자에 대해서는 인적자원 개발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한 투자수익률 제

고에 노력함과 동시에 자본에 대한 적정한 규제 제도를 두는 한편,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관한 제

한을 완화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III.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개별 현행법 규정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1.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한 부

분에 관하여

가.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의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의 타당성

현행법은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면서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의 50%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투자를 국내투자에 비하여 투자

구조상 오히려 제한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하

여도 외국자회사의 납부세액과 같이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할 필

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세법의 경우 2단 이하 단의 외국회사 

106) Kuntz and Peroni, US International Taxation B4.09[2][b], Treas. Reg. 1.902-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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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인정시 인정비율에 대해 특별히 제한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나. 세액공제 방법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이 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

액 산정에 관한 규정의 명확성 제고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납부세액 산

정시 계산되는 외국자회사의 세후 과세표준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또는 배당소득 면제된 외국손회사로부터의 배당금도 합산하여 계산하도

록 되어 있다.107)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

중과세 조정 방법으로서 익금불산입 혹은 국외소득 면제제도를 적용할 

경우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된다면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을 산정할 수 없

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이다.108) 이와 동시에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여 이중과세 조정이 된 경우에는 이를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

도 법인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석상으로는 동 세액이 산

식의 분모에 가산될 것이다. 그러나 동 세액을 분자에도 가산하여야 하

는지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개정안

이상의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2호 

(현행법)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제1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불산입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

10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2문 제2문

108) 기획재정부,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 3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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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12항 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간

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

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50%)×수입배당금액/(외

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개정안)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제12항 제1호에 따라 익금

불산입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국외소득으로 면제된 경우에

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

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12항 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간

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

래 산식의 분모 부분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한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가.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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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각호외 2문은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술하는 외국

손회사가 그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이중과세 조정을 할 것을 정한 것과 유사하다.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요건으로서 “이중과세 조

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요건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만을 국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도 외국자

회사 소재지국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아닌 국외원천소득 면제와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아 과세되지 않으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손회사가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 인정 요건으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

한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에 한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

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 요건으로는 외국자

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규정

하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소재지국과 원천지국이 다른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의 50%

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

현행법 규정상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이 아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50%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한다. 이는 외국

손회사 납부세액의 50%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것

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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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의문

이다. 그러나 이를 차치하고라도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

액에 대해서는 10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하면서 소재지국이 아

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전액이 아닌 50%만 인정하는 것

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는 결국 해외투자구조 결정시 투자대상지국과 

설립지국이 다른 간접투자형태 대신 투자대상지국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

도록 하는 직접투자형태를 우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외국자회사

가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이는 어디까지

나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이므로 100%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다. 개정안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을 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각호외 2문

(현행법)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

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

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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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재지국 혹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

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이중과

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효과를 부인한 부분

에 관하여

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법의 타당성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현

행법109)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의 혜택을 주는 이유는 자본수입국에서 투자 유치를 위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출국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효과를 주지 아니하면 결

국 실효세율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해외투자 기업으로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주

는 투자유치국에 진출할 유인이 없어지므로 원천지국의 세액감면 혜택의 취지

를 존중(Tax Sparing)하자는 데 있고, ② 투자유치국에서 배당원천세에 대해 

면세하는 것과 법인세에 대해 면세하는 것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③ 

투자 수단이 지점 형태를 취한 경우 외국에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해 간주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나 법인형태를 취한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

정되지 않으면 해외투자의 법률적 형식에 관한 조세중립성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효과를 인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 개정안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109) 제3장 제2절 I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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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한다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57조

(현행법)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

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안)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제4항에 규정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현행법 제4항을 제3항으로 규정

국외원천소득 또는 외국자회사가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

서 해당 국외원천소득 또는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

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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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

자회사 소재지국에 대해 제한적인 현행법 규정에 대한 검토

I.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

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요구하

는 규정의 입법취지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

하여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해외투자구조의 단 

요건을 제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의 해외투자구

조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시 소재지국까지 제한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

다.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

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을 규정한 2008년 세법 

개정 이유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을 인정하게 되면 이중 공제되는 문제

점이 발생하므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두고 실

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한다.”고 하였다.110) 

이에 따르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외국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두는 경우 이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 범위 외의 부분에 대해서

는 이중과세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도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서는 아니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세제의 

경우 80% 이상 소유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 가능하고, 그 미만

으로 소유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80%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내 간접투자하고, 미국 내 자

110) 기획재정부, 2009년 3월 20일자 개정세법해설(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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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손회사에 대해 80% 미만의 지분비율을 가지는 경우 미국 내 외국

손회사 납부세액의 80%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현행법상 간접외국납부세

액 인정비율인 50%가 아니라 40%(=80%×50%)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자회사가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해줄 경우 외국자회사 및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서의 이중과세 부담을 우리나라의 세수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를 적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이를 차감한 세액만에 대해 외국자회사 납

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제

기된 바가 있다.111) 그러나 동 주장의 취지는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

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인정을 위하여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

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로 국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외국자회사 납부세액 

계산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우리와 같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있

는 경우로 의제하여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을 계산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II. 현행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실제 외국손회사로부터 외국자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은 외국손회사의 

세전 소득이 아니라 세후 소득이고 외국자회사는 이 세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론상 이중 공제의 위험은 크지 않다. 또한 외국

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내국세법상 법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 공

제 한도로 규정하는 현행법상 이중 공제의 위험은 더욱 줄어드는 것으로 

111) 문종국, 외국세액공제제도(1996),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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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나아가 실제로 해외투자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세제상 유리한 제도를 취하는 국가를 삼을 것이므로 실제 

이중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반면 과세관청이 외국자

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가 우리 세법이 인정하는 것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할 경우 외국손회사 납부세액 전체에 대해 국

내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의 실효세율에 미

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요컨대, 손자회사 납부세액에 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받

기 위하여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

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더라도 외국손회사 납부세액 전액이 이중 공제되

는 것이 아니고 이중 공제되는 범위는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입

법정책에 따라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을 요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세법은 외국납부세

액 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 아래 6단까지 외국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면서도 아랫단의 외국법의 납부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윗단의 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 이

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112) 미국

세법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부 이중 공제가 발생한다 하더

라도 기업의 해외투자시 투자구조 결정의 자유를 더욱 존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II.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과 개정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

한 이중공제 위험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이중공제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유지한다면, 동 규정에서 기업의 해외투자시 외국

자회사 소재지국에 대해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를 없앨 필요가 있

112) Treas. Reg. Section 1.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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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인 규정방식을 버리고, 외국손회사 

소득금액에 대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이중과세하는 경우 외국손회

사 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로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

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예시한 조문은 법 규정의 취지가 외국자회사 소

재지국을 제한하는데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삭제하

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세법 개정시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현행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

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

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1항 각호외 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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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

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

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

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중과세되는 부

분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2항

(현행법)

제11항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제도로 한다.

1.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 수입배당

금 익금불산입 또는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

2.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경우: 간접외국

납부세액 공제 또는 국외소득 면제

(개정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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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간접외국납부세액 환산시기에 관한 규정의 명시 필요

여부

I. 행정해석이 아닌 법규적 형식에 의한 규율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 환산시점의 세부 쟁점에 관하여 

행정해석이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이

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세법의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해석에 의하여 규율한다면 국세청 혹은 재무

부가 종전의 행정해석에서 취한 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추후 행

정해석을 변경할 경우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므로 원론적으로 소

급 적용되고, 사법권의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는 헌법해석상 행정해

석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은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①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여 적

용상의 소급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해석의 변경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급적용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고, ② 

국가재정의 조달이라는 세법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은 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과세관청 및 재무부 행정해석이 특별히 조세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

한다. 다만 이는 국세청 혹은 재무부가 세법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행정

해석에 스스로 권위를 가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현재의 국세 관행

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113) 원칙적으로 법규보충적 행정

규칙에 한하여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현재의 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이 해석 형태에 그치지 않고 법규적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 한

하여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14)

113) 예컨대, 행정해석이 변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징세과-117(2010년 2월 2일자), 원천세과-199(2010년 3월 8일
자) 등 참조

114) 대법원 1990년 2월 9일 선고 89누3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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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간접외국납부세액 환산 기준시점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간접외국납부세액의 환산 기준시점에 관하여 행정해석으로 규율되는 

내용을  법인세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115)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한다면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현행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의 분납 또는 납기미

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

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

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안) 제3항 및 제4항 추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환율적용]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외국자회사 및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수입

배당금액의 원화환산은 전 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외국자회사 및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제1항

의 예에 의하되 미납된 경우 법인세 결정통지시 「외국환거래

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115)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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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론에서는 현행 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에 관한 제한 규

정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투자구조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제약요

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해

석론과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세법은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이 아닌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 및 외국손회사 단의 외국납

부세액에 대해서도 50%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해외간접

투자보다 해외직접투자형태를 우대한다. 또한 2단의 외국회사까지의 납

부세액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3단 이하의 외국

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점 등은 

향후 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는 최근의 개정세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10년 및 2011년 개정 세법을 통하여 조세조

약 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자회사 납부세액의 100%에 대해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

세액 공제가 인정되기 위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

한 제도의 범위를 넓힌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구조 결정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 관한 결정의 폭을 크게 넓혀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 대해 소극적·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한 부

분은 향후 적극적인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중공

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업의 

해외투자 실제와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과 관련 내국법인의 거주지국, 외국자

회사 소재지국, 소득 원천지국의 세법이 충돌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

해서 검토하였다. 예컨대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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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대한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규정,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산정기준이 되는 세법 

및 특정외국자회사세액에 대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세법과 내국세법

상의 취급이 다를 경우의 취급, 내국세법과 원천지국 세법이 동일한 소

득의 발생시점을 달리 볼 경우의 문제 등을 이 범주의 문제로 볼 수 있

다. 국제조세에서 발생하는 세법의 충돌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된 간접외

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조세 

영역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조세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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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Taxes Paid by Foreign 

Subsidiaries 

-Focused on the Matter of the Outbound Structuring of the 

Korean Enterprises-

Gi-Ho Kwon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 the deemed paid foreign tax credit system, the current tax law 

strictly limits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the taxes paid by the 

foreign subsidiaries, such that taxes paid by 2nd-tier foreign subsidiaries 

could be credited only 50% at most, and taxes paid by 3rd-below-tier 

foreign corporation could not be credited from the taxes of the parent. 

This played a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Korean companies to structure 

overseas investments, direct / indirect investment structure, 

branch/subsidiary structure, and the corporation / partnership structure, and 

thereby Korean companies are forced to take a simple form compared to 

the foreign companies in terms of foreign investment structure. This thesis 

aims at the proper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deemed paid foreign tax 

credit system of the current tax code of South Korea under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restriction on the outbound investment  structuring of 

the Korean companies.

Because the deemed paid foreign tax credit system is the tax issues 

arising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tax laws of foreign countri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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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that of Korea, could be applicable, so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eory should be produced focused on this aspect. As a background, 

practical issu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eemed paid tax credit system in 

Korea are reviewed prior to the main discussion. First of all, the meaning 

of the “Foreign taxes”, which is the subject of the foreign tax credit, it 

should be focused on whether the tax is levied on the “income”in 

foreign countries not formally but substantially. To do this, it is essential to 

legally judge the tax law of the foreign countries posed as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legal reasoning. 

It is possible for the relevant countries, such as the countries where the 

corporation established or the countries where the source of the income 

lies, to view differently when the same income is accrued. In this case, it 

could be issuable how to apply the foreign tax credit system according to 

whether state`s tax code. If persist to the opinion that the criteria to 

calculate the foreign taxes, which could be creditable to the local tax 

should be that of the foreign countries, there may be the chance of the 

Tax Abritrage, which gives a chance of foreign tax credit without the 

inclusion of the foreign source income in the tax base of the local 

company.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rely on the local tax code as to 

the business year of the foreign subsidiary. The deemed foreign tax credit 

system is the credit system of the local company which is liable for the 

income tax obligation of local state, so it is possible to rely on the local 

tax code as to the calculation of the foreign tax liability.

Based upon the understanding of the aforementioned practical issues of 

the deemed foreign tax credit system, the implication of the deemed 

foreign tax credit system on the outbound investment structuring is 

reviewed. The basic attitude of the current Korean tax law i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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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es paid by the 1st-tier foreign corporation could be utilized, and the 

taxes paid by the 2nd-tier foreign corporation could be creditable at most 

50% under the condition that it is credited to the taxes of the 1st-tier 

foreign corporation. This means that the taxes paid by 3rd-and-below-tier 

foreign corporation could not be utilized. In other words, the Korean 

enterprises are limited to the 2nd-tier foreign corporation when outbound 

structuring due to the deemed foreign tax credit rules. And if it wants to 

outbound structure 3rd-and-below tier, it should take the tax disadvantages.

In addition, the current law limits the tax credit which is paid by the 

1st-tier foreign corporation to the other country than it is established, 

50%, which is the a kind of measures to be adherent to the tax 

neutrality compared to the case of the limitation of tax credit of the 

2nd-tier foreign corporation to 50%. It is also notable that the creditable 

taxes paid to the other countries than established are refined to the form 

of the withholding of the dividend and the income tax, which is paid by 

the foreign branch as to the income attributable to that branch or 

permanent establishment. But due to this constraints, it is tax-preferred 

for the Korean enterprises to invest outbound directly to establish foreign 

subsidiaries, even if there are business purposes, such as the financial 

needs for the subsidiaries. 

To make it more difficult, the current tax law of South Korea limits 

the situs of the foreign subsidiary. In other words, it sets requirements 

on the place of the 1st-tier foreign corporation to get the tax credit paid 

by the 2nd-tier-foreign corporation, that it should provide for the system 

of the double tax relief which is valid under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tax code. This regulation aims at the concern of the double relief 

of the foreign tax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materials, but the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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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outbound investment is that enterprises choose the country that 

levies no tax burden on the 1st-tier foreign corporation, so there is no 

concern of the double relief. Rather, due to the constraint of the current 

regulation, the Korean enterprises are extremely restricted to choose the 

situs of the 1st-tier foreign corporation. Recent revision of the regulation 

ease the restriction, but there is still uncertainty that the taxes paid by 

the  2nd-tier corporation could be deniable. 

The attitude of the current Korean tax law, which restricts the 

availability of the taxes paid by 2nd-and-below tier foreign corporation, 

reflects the restriction on the the dividend-received-deduction rate which 

is applicable to the local subsidiaries. The restriction of the 

dividend-received deduction rate stems from the restriction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Korean enterprises, which are articulated on 

the antitrust rules of South Korea which aims at the check of the Korean 

huge enterprise conglomerates. It provides that the holdco of the huge 

conglomerates should not own 3-and-below tier subsidiaries and other 

restrictions. Before 2009, provided that the conglomerates which do not 

choose the holdco governance is liable for the limitation of the gross 

number of the capital, which is now repealed, but possibly revivable 

according to the politics of this country. 

Also the provision of the double tax relief of the 1st-tier foreign 

corporation to get the deemed paid tax credit of the 2nd-tier foreign 

corporation, should be interpreted more generously than befor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sitively to give the freedom to 

the enterprises as to the selection of the situs of foreign corporation, at 

least. Ultimately, the rule which limits the situs of the 1st-tier foreign 

corporation should be repealed because it does not reflect on the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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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outbound investment.  

Due to the constraints of the outbound structuring based on the 

deemed foreign tax credit system, Korean enterprises start to consider 

using partnership as a way to overcome that constraint. In the past, 

Korean enterprises were reluctant to use the foreign partnerships because 

they might be exposed to the foreign tax authority directly, in case they 

choose foreign partnership. But it brings the cases that Korean 

enterprises invest abroad using foreign partnership, as it invests outbound 

much more than the past. Also according to the newly revised Korean 

tax code, the Korean investment funds are allowed foreign tax 

credit/refund only in the case it pays tax directly, or its foreign 

subsidiary choose the form of partnership(Hybrid Entity), so it is 

predictable that much more foreign subsidiaries of the Korean enterprises 

would consider taking the form of the foreign partnership. Tax 

consequences of using the partnership or hybrid entity are described as 

an attachment of this thesis. 

Keywords : Deemed Paid Foreign Tax Credit, Outbound Structuring, 

Relief from Double Taxation, Partnership Taxation, Hybrid Entity

Student Number : 2009-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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