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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동산소득은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가장 공고히 인정되는 소득 중의 하나여서, 대

부분의 조세조약은 부동산 소재지국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권을 우선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OECD 모델조세조약과 이를 따른 실제 조약들은 과세범위나 

소득계산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경우 부동산 소득의 과세는 

결국 국내법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다. 

  우리 국내법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

소득과 마찬가지로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의 수준에 이르

더라도 조약상으로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부동산소득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내

법대로 과세하는 것이 옳다.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내재적 임대소득은 조약상으로는 

임대소득으로 따로 과세할 수 있지만 우리 국내법 해석상은 이를 따로 추려 과세할 

수 없다. 미국의 FIRPTA 규정이 조약에 우선하여 부동산회사의 주식을 과세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거주자나 미국법인의 부동산회사 주식에 부동산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으나 조약상 부동산소득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주제어: 비거주자․외국법인,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회사

Ⅰ. 논의의 범위와 논점

부동산에 관련하여 벌 수 있는 소득으로는 아마 부동산 임대소득과 부동산 양도

소득이 거의 다일 것이다. 이런 소득은 조세조약에서 원천지국에게 과세권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이다. 이 글의 주요 목표는 부동산 임대소득 및 부동산에 관련한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법과 조약의 해석론을 검토하고 두 법체계가 어떻게 상호작용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3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자료정리와 교정을 도와준 양한희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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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조약상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한 주요 논점으로는 특히 임대행위가 계속

적인 사업의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 및 고정사업장 유무가 임대소득의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문제는 부동산회사주식의 

양도이다. 부동산회사의 주식에 양도소득을 매기는 국내법 조항은 비교적 최근에 

포함된 조항이어서 이전에 체결된 조약과 충돌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II. 부동산 관련 소득의 과세에 관한 국내법

1. 관련법령

부동산에 관련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이 받아갈 수 있는 소득으로는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쪽 소득이든지 모두 우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이에 순소득 기준으로 신고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임대

소득과 양도소득을 서로 구별해야 하는 것은 원천징수 여부에 차이가 있고 과세표준의 

계산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인세법의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의 

관련조항은 법인세법과 실질적으로 같다.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과 제9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제60조1)

…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략)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과세표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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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

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하략)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으로 한다.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③ 제9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중 제93조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조 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단서 생략)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제95조(세율) 제91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

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호. (생략)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租鑛權), 토사석(土砂石)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6호.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자산․권리

2) 내국법인에 대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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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략)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

법인과 제9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제63조

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략)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

하는 자…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납부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李昌熙   847

1-3호. (생략)

4. 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

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93조 제3호의 소득이고 법인세법 제98조나 다른 조항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없다. 임대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버는 외국법인은 제9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91조 제1항에 해당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순소득 기준으로 신고납세의무를 진다. 한편 부동산 양도

소득은 제93조 제7호의 소득이므로 양수인은 지급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다시 양도인은 제97조 제1항에 따라서 순소득 기준

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이 경우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3) 

양수인이 원천납부한 세액은 응당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과세표준의 계산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나 모두 순소득 기준으로 신고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은 같다. 법이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언제나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똑같이 정하고 있는 것은4) 

부동산 그 자체에 사업장에 맞먹는 의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계산에서는 양도소득과 임대소득 사이에 차이가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97조에 

따라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한 뒤 제91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부동산 양도

소득을 버는 외국법인은 제9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

법인”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내국법인에 관한 규정과 무관하게 제92조 제3항에서 직접 정한 바에 따라 양도가

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뺀 금액이다. 또한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은 부동산

3)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1항 제4호, 제98조 제1항 제5호.
4)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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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면서 결손금 통산을 제약하여 소득조작을 막는5) 

특칙을 두고 있고,6) 이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준용한다.7) 법인세법에는 그런 규

정이 따로 없으나 적어도 입법론으로는 둘 사이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미국세법은 미국 내 부동산에서 생기는 임대소득을 미국원천소득으로 삼아,8) 부동산 

임대가 미국 내 사업의 정도에 이른다면 순소득에 세금을 매기고9) 사업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총지급금액(=임대료)의 일정비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10) 그런데 이 원천징수세율이 총지급금액의 30%라서 세금

부담이 순소득에 최고세율을 적용한 경우보다 더 높은 수가 많다. 따라서 미국세법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버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 받을 선택권

을 주고 있다.11) 결국 현실적인 최종 결과는 우리 법과 큰 차이가 없다. 

4. 부동산회사 주식의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12)에 따라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자산의 범위는 소득세

법상 양도소득과 똑같지는 않다. 제1호의 토지․건물, 또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소득과 같지만13)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터잡아 과세하는 주식

(부동산회사의 주식)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과세와 다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조문에서는 i)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거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단 한 주를 팔더라도 양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고, ii) 일반적으로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 이상을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14) 그러나 비거

주자나 외국법인이라면 부동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단 한 주를 

팔더라도 과세대상이다.15) 

 5) 상세는 이창희, 세법강의(제11판), 박영사, 제22장 제2절.

 6)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상세는 이창희, 앞의 책, 제11장 제1절 IV.

 7) 소득세법 제122조. 

 8) 미국세법 제861조(a)(4).

 9) 미국세법 제871조(b), 제882조.
10) 미국세법 제871조(a)(1), 제881조(a)(1), 제1441조, 제1442조.
11) 미국세법 제871조(d), 제881조(d). 영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도 비슷하다고 한다. 

Hugh J. Ault and Brian J. Arnold, Comparative Income Taxation (2nd ed., 2004), 405쪽. 
12)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도 같다.
13) 상세는 이창희, 앞의 책, 제12장 제1절.
1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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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 대한 과세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글귀가 현행법과 다른 옛 법에서도 판례는 마찬가지로 풀이하고 있

었다. 이 판례를 보기에 앞서서 관련법령(2003.12.30. 개정되기 전의 옛 법)의 글귀를 

먼저 살펴보자.

옛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6호. (생략)

7.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하략)

옛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호. (생략)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옛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이고,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옛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⑧항 생략.

⑨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5) 이 차이를 둔 것은 조약상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과세할 수 있는 범위(아래 IV. 3. 참조)

까지 국내법상 과세권을 넓혀 맞춘 것이다. 이 사정이 뒤이어 본문에 나오는 두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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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0164 판결

1. 가. (생략)

나. 한편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제7호에서 

그 원천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세 입법 목적에 부합되게 기타자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소득세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도

소득이 발생되는 성격이 짙은 양도소득에 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

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5조 등 구 법인세법의 외국법인에 관한 과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유형과 아울러 그 속에 있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하 이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이 사건 국내

원천소득’이라 한다)이란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을 제외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여러 기타자산 중 주식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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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국법인에 관한 과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

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주식등이 기타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본문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자산인 주식등에 관한 소득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과 달리 기타자산 중 주식등의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률 규정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구 법인세법에 규정된 과

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법인세 

및 주민세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

에서 본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2003. 12. 30. 개정되어 부동산회사 주식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16)

대법원 2012. 4. 6. 선고 2011두3951 판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7호 본문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 제2호는 그 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유가

증권시장에서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을 제외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버뮤다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원고는…론스타펀드III의 다른 일원들과 함께 벨기에 법인 스타

16)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부터는 법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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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딩스 에스에이치(이하 ‘SH’라 한다)를 설립하고, SH는 주식회사 씨엔제이트레이딩

(나중에 ‘주식회사 스타타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스타타워’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다음(그중 원고의 보유지분율은 2%이다), 스타타워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스타타워의 주식 전부를 매각

함으로써 약 2,45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은…원고를 비롯한 론스타펀드Ⅲ의 구성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구 법인

세법 제93조 제7호가 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는 약 16억 

원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원고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스타타워 주식의 지분비율은 2%에 불과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주식소유비율요건과 주식

양도비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원고 귀속분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구 법

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그와 같은 성격이 짙은 소득으로서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과는 다른 고유한 입법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규

정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시행령 규정에 위임한 것이[다]…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그 후문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하면서 

…그 적용범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보다 다소 

넓어졌다고 해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17) 

5. 내재적 임대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사업장 재산의 일부로 부동산을 소유

하면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따로 구분계산하

여야 하는가? 가령 사업장 전체로는 결손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귀속시킬 

17) 그 밖에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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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등 다른 비용이 별로 없다면 임대소득 상당액을 따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어야 하는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그렇지 않다.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

인과 제93조 제3호의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에서” 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국내

원천소득을 모두 합하여 한 개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므로 구태여 임대료 상당

액을 따로 구분할(그렇게 한다면 사업소득 계산시 같은 임대료 상당액을 경비로 

공제하므로 서로 상계된다) 필요가 없다. 자연인 비거주자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부동산에 딸린 내재적 임대소득18) 상당액은 “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거주자나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III. 조세조약상 부동산 임대소득

1. 조약 글귀

대부분의 조약례에서는 부동산 소재지국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19) 

OECD 모델조약 주석은 부동산 “소득과 원천지국 사이에는 언제나 깊은 경제적 

연관이 있다”고 적고 있다. 규범적으로 보아 원천지국의 과세권 가운데에서 가장 

널리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기실 부동산 임대소득이야 

말로 원천지국(부동산 소재지국)이 현실적 힘으로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가장 쉬운 

소득이라는 데에서 비롯한다.20)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관하여 OECD 모델조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고, 실제 조약례에서도 비슷한 글귀를 두고 있다.

  제6조(부동산에서 버는 소득)

1. 한 체약국 거주자가 버는 소득으로서 상대방 체약국 안에 있는 부동산에서 

버는 소득(농업이나 임업에서 버는 소득 포함)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18) 이창희, 앞의 책, 제11장 제2절 V.
19) 어쩌면 모든 조약일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조약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다.
20) Brian Arnold, “At Sixes and Sev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ation of Business 

Profits and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60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May 2006, IBFD, 특히 6쪽; “원천지국의 과세권은, 어떤 나라든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에 따르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현실적 힘이 있다는 

사실의 법적 표현이다.” 이창희, 앞의 책, 제18장 제1절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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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부동산”이라는 용어의 뜻은 쟁점 재산이 소재한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뜻을 

따른다. 이 용어는 어떤 경우라도 부동산의 종물, 농업과 임업에서 쓰이는 농

산물․나무와 장비, 지상권,21) 부동산 용익물권(usufruct), 그리고 광물, sources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대가 또는 채취할 권리의 대가로 변동 또는 고정된 금

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배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22)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기타 어떠한 형식의 사용이더라도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에도 적용한다.  

2. 부동산의 뜻

임대소득 등 ‘부동산에서 버는 소득’에 관한 전형적인 조약 글귀에서 부동산이

라는 말의 정의는 OECD 모델과 거의 똑같은 것이 보통이다. OECD 모델의 글귀 

가운데 앞서 ‘부동산의 종물’이라 옮긴 부분은 영어판의 accessory, 불어판의 accessoires 

및 독어판의 Zubehör라는 말을 옮긴 것이다. 민사법상의 법률용어로는 정확하게 

‘종물’이지만, Klaus Vogel의 주석서는 이 말을 그보다는 한결 넓은 뜻으로 풀이

하여 가령 임대업의 사업재산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23) ‘지상권’에 대응하는 영어판 표현은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적 법률을 

적용받는 권리’(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이다. 이 말은 독어판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민사법 규정을 적용받는 권리’ 

(die Rechte, für die die Vorschriftungen des Privatrechts über Grundstuecke gelten)로 

되어 있고, 이런 권리란 적어도 독일법에서는24) 우리 법의 지상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부동산 용익물권’이라는 말은, 영어판, 불어판과 독어판에서 각 usufruct, 

usufruit, Nutzungsrechte라는 말을 옮긴 것이다. Vogel의 주석서는 이 말이 우리 법의 

지역권 또 우리 법에는 없는 독일법상의 물적부담(Reallasten)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적고 있다.25) 개념상으로는 우리 법의 용익물권 정도에 대응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1) 영어판의 표현으로는 토지재산(landed property)에 관한 일반적 법률을 적용받는 권리.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본다.
22) 선박, 항공기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제8조의 운수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23) Klaus Vogel, Double Taxation Conventions, 제6조 주석 25문단.
24) Vogel, 앞의 책, 같은 문단.
25) Vogel, 앞의 책, 같은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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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한 어느 하나가 아닌 재산이더라도 소재지국의 법에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조약상 부동산이 된다.  

3. 임대소득 v.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전형적인 조약 글귀는 부동산 소재지국에도 과세권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과세표준의 계산이나 상한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의 정도에 이른다면 응당 사업소득이 되는 것

이고, 조약상 고정사업장 원칙에 따라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하고26)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순소득 기준으로만 과세할 수 있는 것27) 아닐까?   

  Herbert28)

  이 사건 원고는 영국거주자로서 1952년에서 1953년의 기간 동안 미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았다. 부동산의 수리는 임차인의 책임이었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한 바가 없었다. (임대료 소득에 대한 세금, 부동산에 

관한 보험료,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당권부 채무의 원리금은 물론 임대인의 부담

이었다.) 이 사건 당시의 미국-영국 조약은 영국거주자가 미국에서 받는 부동산임

대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의 15%를 세율상한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영국거주

자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29) 이 상한을 배제하고 미국법에 따라 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정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조약은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

이 없는 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쟁점은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는 행위가 미국 내 사업에 해당

하는가, 또한 미국 내 부동산은 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이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는 그저 재산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은 것일 뿐이므로 미국 내 사업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이 미국 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료는 세율상한 15%에 걸린다고 판

시하였다. 

26) 가령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 제1항 제1문.
27) 가령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 제1항 제2문, 제2항.
28) Herbert v. C.I.R. 30 T.C. 26 (1958).
29) 정확히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이지만 다시 정의규정에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란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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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OECD 모델조약에서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Herbert 판결의 쟁점 조약

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도 세율상한을 두면서 다만 고정사업장이 있든가 달리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라면 상한을 배제하고 있었다. 이 글귀와 달리 OECD 

모델 조약에서는 사업소득 조문과 부동산 임대소득 조문이 따로 있고 부동산 임대

소득 조문에는 고정사업장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 글귀에서 부동산 임대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업이 되고, 사업이 된다면 고정사업장 없이는 

과세할 수 없는 것 아닐까? 1963년 첫 OECD 모델이 나오기 전의 조약이지만 그 

내용이 근접해 있는 1951년의 스위스-미국 조약에 관한 미국 조세법원 판결을 하나 

보자. 

  de Amodio v. Commissioner30)

  이 사건의 원고인 John de Amodio는 스위스 거주자이며,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자였으며, 그 누이인 이네스가 미국에 거주하는 등 

미국과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원고는 1949년에 미국을 방문하였고, 댈러스에 

들렀을 때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입을 계획하였다. 원고는 이때 대리인(agent)을 

통하여 댈러스 로스 가에 있는 건물을 구매한 후 1949년 말 경에 유럽으로 돌아

갔다. 원고가 이 건물을 임대하여 받을 임대료는 원고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관리 

회사(real estate firm)가 실제 수령한 뒤 일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또 금융기관(정확히는 신탁회사)에게 지급하였고, 그 외에 댈러스 시에 도로포장 

비용을 납부한다거나 지붕 수리비를 지출하는 등의 행위 역시 위 부동산 관리 회사가 

맡았다. 신탁회사는 이와 같이 수령한 돈으로 저당권 원리금이나 화재보험료 또는 

공공책임보험료, 또는 각종 세금을 지급하는 외에 스스로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다. 

1951년에 원고는 미국 댈러스를 다시 방문하였고, 이때 댈러스에 있는 대리인에게 

추가로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을 밝히고 그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스위스에 있는 동안 원고는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자산관리회사

에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아 새로운 부동산(역시 건물)의 매매대금에 충당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건물에 있어서도 임대료의 수령과 각종 비용의 지급은 또 다른 

댈러스 부동산 관리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임대계약 중 일부는 역시 대리인에 

의하여 갱신되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대리인은 역시 

임대료를 수취하고 저당권 원리금이나 조세를 납부하거나 건물수리비를 지출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는 1947년경에 설립된 신탁(Amodio Trust)의 수익자였으며, 이 신탁은 

역시 댈러스에 소재한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30) Inez de Amodio, John de Amodio v. Commissioner, 34 T.C. 894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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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이익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누이인 이네스와 함께)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였고, 이 부동산 역시 미국 거

주자인 대리인들에 의하여 관리(즉 임대료 수령, 수리비 지출, 임차인 확보 등)되

었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대리인이 광범위한 

활동을 한 점에서 Herbert 사건과 다르다고 보고, 원고의 대리인이 수행한 활동은 

단순한 부동산 보유 및 소득의 수령의 정도를 넘어 중요하고 계속적이고 정기적

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국내법상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그에 따라 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 

  뒤따르는 쟁점은, 원고가 스위스 거주자이므로 미국-스위스 조약이 미국 국내법에 

의한 원고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같은 조약은 현행 OECD 모델과 비슷한 

사업소득 조항을 두고, 또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양도소득 포함)은 부동산 소재지 

국에서만31)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한 부동산소득 조항을 따로 두고 있었다. 이 구조 

하에서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임대는 미국 국내법상 사업이고, 원고는 이 임대소득에 

관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요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행위는 사업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국내법상의 납세의무

를 그대로 진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잘못된 것 아닐까? 부동산 임대가 미국 내 사

업이라면 조약상 사업소득 조문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고정사업장이 있

는가를 검토했어야 옳은 것 아닐까? 그렇지는 않다. 우선 원고의 임대수입이 국내

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조약상의 소득구분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결 정확히는 이 사건에 관한 미국법에서는 ‘사업소득’이라는 소득구분 자체가 

없다.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미국 내에서 사업의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물을 뿐이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미국 내 사업이 존재한다고 한 이상 임대소득은 조약 목적으

로도 일단은 사업소득이 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임대소득은 조약상 부동산소득

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느 쪽 구분이 우선하는가? 부동산소득이 우선한다.32) 이

자, 배당, 사용료 소득이라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라는 규정이 

31) 소재지국만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한 점에서 현행 OECD 모델과 다르다.
32) Papotti et al, “Interaction of Articles 6, 7, and 21 of the 2000 OECD Model Convention”, 

56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Oct. 2002, IBFD. 특히 516쪽에서는 부동산소득

은 사업소득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나, 두 조문 사이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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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33) 부동산소득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이다.34) de Amodio 판결은 이 점에 

관해 자세한 분석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쟁점 임대소득을 국내법에 따라 그대로 

과세한다는 결론은 조약상으로는 임대소득을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구분하

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조약의 글귀를 볼 때,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이라면 국내법대로 과세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라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de Amodio 판결의 옛 미국-스위스 조약처럼 현행 OECD 모델을 본받은 대부분의 

실정조약도 부동산 임대소득 조문을 사업소득조문과 따로 두고 있고, 특정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달리 구분된 소득보다 후순위이다.35) 이 글귀에서는 

de Amodio 판결의 논리가 그대로 통하고, 일단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한 사업

소득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설사 부동산의 임대가 고정사업장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 조문이 아니라 부동산소득 조문으로 의율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유부동산의 임대에서 생기는 소득은 고정사업장이거나 고정사업장에 속

하는 부동산에서 생긴 것이더라도 여전히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의 존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임대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총소득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말은 아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어떻게 과세

하는가는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6) 부동산소득 조항에서는 그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든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든 이는 오로지 소재지국의 국내법에 달려 있다. 이미 보았듯 

우리 법은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언제나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정하면서 

과세표준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똑같이 정하고 있다.37) 

4. 내재적 임대소득

한결 더 복잡한 문제는 고정사업장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숨어 

있는 임료 상당액의 내재적 소득이다. 현행 OECD 모델에서 부동산소득이라는 말은 

33)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4), 제11조(4), 제12조(3).
34) 같은 해석으로 Klaus Vogel, 앞의 책, 제6조 주석 5문단 및 46a 문단. Arnold, 앞의 글, 

10쪽. Arnold는 이것이 입법론으로는 그르다고 비판하고 있다. 
35)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 제7항.
36) OECD 모델조세조약 제6조 주석 4문단은,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런 뜻인 

듯하다.
37)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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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타 어떠한 형식의 사용이더라도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

을 포함한다. “부동산의 직접 사용”에서 생기는 소득이라는 말은 임료 상당액의 내

재적 소득이라는 뜻일 수밖에 없다.38) 또한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이라면 고정사

업장에 귀속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라는 규정이 있지만39) 부동산소득에는 그런 말

이 없고 오히려 명문의 규정으로 부동산소득 조문의 내용은 기업의 부동산에도(나

아가 미국 모델에서는 독립적 노무에 쓰이는 부동산에도40))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41) “기업의 부동산”이라는 말이, 임대업이든 또는 다른 사업이든 사업에 쓰

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뜻일 수밖에 없는 이상 내재적 임대소득을 전반적 사업소

득에서 따로 구분해 내어 부동산소득으로 의율해야 하는 점은 조약상 분명하다. 

이 말은 설사 사업전체로는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딸린 

임료상당액의 내재적 소득은 따로 추려내어 여전히 과세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

라서 소유부동산의 직접 사용에서 생기는 소득은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자산이더라

도 여전히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가, 곧 

임대소득을 따로 추려 과세하는가 아니면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가는 국내

법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미 보았듯 우리 국내법 해석상은 내재적 임대소득 상

당액을 따로 추리는 것이 아니고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고 

보아야 옳다. 국내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임대료 상당액을 사업소득 계산시에는 경

비로 공제하고 그 대신 같은 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론으로서는 이런 입장은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바, 조약 자체를 개정하여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의 일부로 삼자라는 주장이 나와 있는 마당이다.42)

5. 미국법상의 선택권

마지막으로 de Amodio 판결을 꼼꼼히 읽어보면 기실 재미있는 문제가 하나 숨어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옛 스위스-미국 조약을 보면, 한 체약국 거주자는 상대방 

38) Vogel, 앞의 책, 제6조 주석 37문단.
39)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4), 제11조(4), 제12조(3).
40) US 모델조세조약 제6조 제4항.
41) OECD 모델조세조약 제6조 제4항.
42) Arnold, 앞의 글, 13쪽 이하. 비판의 요지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총소득 기준으로 과세

하는 것은 추계과세 시대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관련 문헌으로 Tax Law Design and 

Drafting (Thuronyi ed., 2000), 421쪽 이하. Thuronyi, Presumptive Taxation, 특히 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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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상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보고 순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었다. 앞서 보았듯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법상 납세의무가 임대료 총액의 

30%라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국내법과 조약에서 이런 선택권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는 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 그 

점을 주장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원고는 부동산소득 말고도 원천이 미국인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을 받았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처럼 과세받을 선택권을 행사한

다면 이런 소득에 관한 조약상 세율상한이라는 혜택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실 이 사건에서는 미국 국세청이 부동산 임대 등 원고의 미국 내 사업이 고정

사업장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의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을 순소득 기준으로 미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내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조약상 세율상한 안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IV. 조세조약상 부동산 양도소득

1. 조약 글귀

부동산에 관한 소득인 한 임대소득 만이 아니라 양도소득도 소재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OECD 모델의 글귀는 다음과 같다.

제13조(양도소득)

1. 한 체약국 거주자가 제6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으로서 상대방 체약국에 있는 것을 

양도하여 버는 차익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4. 한 체약국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버는 소득으로서 주식 가치의 50% 너머가 

상대방 체약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직간접으로 나오는 것은 상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5. (생략) 

부동산 양도소득 역시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43) 앞서 본 de Amodio 

판결의 원고는 기실 부동산 임대소득 만이 아니라 양도소득도 벌었고,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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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소득을 기준으로 미국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그대로 지게 되었다. 현행 

OECD 모델이나 실정 조약의 부동산 양도소득 조항의 글귀는 de Amodio 판결의 

쟁점 조약과는 많이 다르다.

2. 부동산의 범위

실정조약의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말하는 부동산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가령 미국모델 조약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정은 

명문으로 부동산의 범위를 한결 넓혀서 적용범위를 미국국내법으로 끌어 맞추고 

있다.44) 

3. 부동산회사의 주식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회사의 주식이다. OECD 모델은 한 체약국에 있는 

부동산이 재산 가치의 50%를 넘는 회사의 주식이라면 이런 주식의 양도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45) 이 특칙을 적용

하려면 부동산이 회사자산의 50%를 넘어야 하고46) 부채나 순자산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47) 이 특칙이 없는 조약이라면 설사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회사라 하더

라도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조문을 적용받고, OECD 모델의 글귀를 따른 조약이

라면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48) 한편 OECD 모델 주석은 호텔

이나 광산처럼 사업 자체가 부동산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49) 예를 들어 호텔업을 하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호텔 건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부동산 

43) OECD 모델조세조약 제13조 제1항.
44) US 모델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45) OECD 모델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46) OECD 모델조세조약 제13조 주석 28.4문단.
47) OECD 모델조세조약 제13조 주석 제28조 제3항에서는 당해 부동산에 대해 담보된 

부채인지 여부도 무관하다고 한다. 부채를 제외시키는 이유는, 기업의 재정자원은 기업 

전체에 골고루 적용되고 특정 자산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경제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Stefano Simontachi, “Immovable property companies as defined in Article 13(4) of the 

OECD Model”, Jan. 2006, IBFD.
48) OECD 모델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49) OECD 모델조세조약 제13조 주석 28.7문단; UN 모델조세조약은 제13조 제4항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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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재고자산인 경우 이 주식의 매매를 보통의 부동산주식의 매매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부동산주식에 대한 과세조항이 반조세회피 목적으로 

도입된 조항이라고 본다면, 사업시설이나 재고자산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 50% 비율요건을 따질 때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데, 캐나다가 맺은 조세조약은 대부분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50)   

부동산회사에 관한 OECD 모델의 특칙은 2003년에 새로 들어간 내용으로, 미국이 

1980년에 FIRPTA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를51) 입법하여 

국내법에 채용하고 있던 내용이 미국모델을 거쳐52) OECD 모델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미국은 1980년 전에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았지만 

1980년에 FIRPTA를 입법하면서 미국 내 부동산이 자산의 50%를 넘는 미국법인

(부동산회사)의 주식이라면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미국법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국내법에 정한 나라가 많다. 이미 보았듯 

우리 법도 그렇다.53)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이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회사를 세운 뒤 그 주식을 파는 형식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출자 때 세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 소유관계에 변함이 없다면 

이른바 재조직이나 기업구조조정의 한 갈래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54) 또 물린다 하더라도 시가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의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조약에 부동산회사에 관한 특칙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회사의 

주식이라면 양도소득을 과세하고 있다. 조약위반이라는 국제법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IRPTA라는 국내법에 조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55) 

(다만 FIRPTA가 나온 뒤에 새로 맺은 조약에서 FIRPTA와 다른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을 따른다.56)) 그렇다면 상대방 체약국에서도 부동산회사의 주식 

양도차익을 부동산처럼 과세할 수 있는 것 아닐까?

50) Stefano Simontachi, 앞의 글, 32쪽.
51)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P.L. No. 96-499 (1980), Sec. 1122.
52) US 모델조세조약 제13조 제1항, 제2항.
53)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
54) 이창희, 앞의 책, 제15장 제1절 III. 1.
55) Id., Sec. 1125(c)(1), 94 Stat. 2690-2691 (1980).
56) Id., Sec. 1125(c)(2), 94 Stat. 2690-2691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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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한․미 조세조약 제15조 16조의 규정

  …한․미 조세조약 제15조는 부동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부동산, 고정

사업장 및 고정시설 관련 재산의 양도 외에, 주식을 비롯한 나머지 재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과세대상 소득이 주식양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지국인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

된다. 

(나) 한․미 조세조약 제27조 및 이 사건 쟁점합의

  한․미 조세조약 제27조는 양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약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특정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상호합의를 할 수 있고,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동 합의에 따라 양체약국이 

동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또한 과세의 환부 또는 세액공제를 허여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미국 정부에 의하여 2001. 4. 6. 발표된 이 사건 쟁점합의는 위 조약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내용은, 한국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하에서는 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이 

세 가지 조건 즉, ① 당해 법인의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이고, ②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며, ③ 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충족하면 이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한국은 그러한 주식 양도소득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모두에 

대하여 한국원천소득으로 다룬다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조약 제6조 제9항과 

제27조 제2항 제c호의 목적상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한국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에 원천이 있음을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쟁점합의의 효력

  1) 미국의 상황

  과거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은 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경

우에 원칙적으로 미국의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정하였는바, 이러한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상의 

차이점 때문에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미국의 원천지국으로서의 과세기반이 침식

되었다. 이에 미국의 1980년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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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할 목적으로 미국세법 제897조를 신설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주식의 양도

차손익은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1984. 12. 31. 이후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위 개정법에서 직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부동산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 규정이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소위 조약을 무효화(Treaty Override) 하고 있다. 

2)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고,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

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57)…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3) 이 사건 쟁점합의의 효력

  이 사건 쟁점합의는 한국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부동산 소재지국에 있다고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세법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한국 원천소득으로 

다루어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그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주식의 양도소득이 부동산 소재지에 원천이 있음을 합의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우리 세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부동산 소재지국이 그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

한다는 점을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미 조세조약 제27조는 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상호합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가 성립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양 체약국이 합의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57) 이 부분의 법해석은 앞서 본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0164 판결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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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이 사건 쟁점합의는 한․미 조세조약의 한계 범위 내에서 위 조세조약에 

직접 근거를 두고서 그 의미상 불명료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위 조약 제15조, 제16조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 사이

에 각 내국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와 똑같이 취급을 받고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

인의 주식 양도의 경우 위 조세조약에서도 이를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조약 

자체의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이미 국내에 

공포된 위와 같은 의미의 법령이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는

다고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쟁점합의가 한․미 조세조약의 내용과 다른 

과세요건을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즉, 이 사건쟁점합의에 의하여 과세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의 귀속이 분명해진 것에 불과

하다), 이 사건 쟁점합의의 내용을 위와 같이 새기는 한 이 사건 쟁점합의가 한국

에서 공포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은 위 조약 제16조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얻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한․미 조세

조약 제15조, 제16조 및 이 사건 쟁점합의에 따라 한국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은 부동산회사 주식에 관한 상호합의58)가 한․미조약에서 불명료한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므로 조약의 기존내용과 다른 것을 새로이 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고정사업장 및 고정시설 관련 재산의 양도 외에, 

주식을 비롯한 나머지 재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글귀에서는 부동산회사의 주식 역시 주식으로서 면제

된다는 것이 분명하고, 상호합의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조약의 양도소득 글귀로는 부동산회사의 주식을 포섭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에 미국은, 조약위반이라는 국제법적 책임 문제를 무릅쓰고서 FIRPTA를 

조약에 우선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호합의 2001-34는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9항 및 제27조 제2항(c)호의 목적상, 일정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을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 원천을 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원천이 우리나라라고 합의한 것일 뿐이고 주식을 부동산처럼 

과세한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식은 여전히 주식으로서 같은 조약 제

58) 상호합의 2001-34. 미국문서로서는 Announcement 2001-34, 2001-1 C.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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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에 포섭된다.59) 

“상호합의절차”는 국가 간의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당국 간에 협의를 

하는 절차일 뿐이며, 과세권을 확대하기 위한 상호합의란 애초 한․미조약 제27조의 

글귀에서 있을 수가 없다.60) 나아가 대한민국의 과세권은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다. 

조약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입법부는 한․미조약으로 미국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겠다고 정한 것이다. 부동산회사라면 미국거주자의 주

식양도차익이라도 과세하겠다고 다시 정하려면 그런 내용을 우리나라 입법부에서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미조약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조약위반이라는 

국제법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조약에 우선하는 국내법을 입법해야만61) 비로소 

가능하다. 미국 국세청이 양해하였다고 해서 우리 국세청에 국회가 정한 바를 넘는 

과세권이 생길 수는 없다. 법률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국세청 간의 상호

합의로 과세권을 창설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가 없다.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에 

첨부된 교환공한 및 조약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 합의각서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에서, 이런 문서의 규정이 한․일 조세조약이 허용하고 있는 직접경비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62) 

59) 부동산회사 주식이 아닌 일반적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60) 한․미 조세조약 제27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

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청구를 받은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동 거주자의 청구

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배치되는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2)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

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a)-(b) (생략)

    (c) 특정 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

    (d)-(e) (생략)
61) 기실 미국은 조약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조약위반은 미국이 먼저 

저질렀기 때문이다. 우리 국내법을 개정해서 과세한다면 미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으로 공제받는다. 우리나라 부동산회사 주식의 양도소득의 원천은 우리나라라는 상호

합의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 상호합의는 조약 제27조에 맞고, 따라서 조약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다.
6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6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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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중요부분이 부동산인 회사의 주식이라면 주식양도소득도 부동산 소재지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특칙이 있는 조약이라면 과세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간단계회사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약 문구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애매할 수 있다.

  Lamesa Holdings BV63)

  이 사건은 Leonard Gree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사냥꾼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호주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고 뒤에 그 주식을 비싼 값에 판 사건이다. 

쟁점은 이 주식 양도차익이 호주-네덜란드 조약상 호주에서 과세대상인가이다. 난데

없이 네덜란드 조약이 등장한 것은 애초 양도차익의 비과세를 노리고 네덜란드 

회사를 가운데 세우는 형식으로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업수의 목표물이 된 Arimco라는 호주의 상장회사는 그 산하에 Arimco 

Mining이라는 광업회사를 100%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었다. Arimco의 주식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Green은 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

먹고 우선 Arimco 주식의 18.1%를 매수한다. 그 뒤 장차 Arimco 주식을 인수할 

주체로 ARL이라는 회사와 그 100% 자회사로 ARM이라는 회사를 호주법인으로 

세운다. 판결문만 보아서는 호주 안에 이런 모자회사 구조를 갖춘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연이어 G는 네덜란드에 Lamesa라는 회사를 세우고 그가 소유한 ARL 주식을 

Lamesa에 양도한다. 1992. 1. 31.에서 2. 6.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이 정지작업을 마치자 

ARM은 Arimco 주식의 공개매수에 들어가고, 이 시도가 성공하여 1992년 7월까지는 

Arimco 주식의 전수를 매수하였다. 그 뒤 1993년 11월 G는 ARL의 주식을 신주

발행 형식으로 상장하였고, 이에 따라 Lamesa의 주식소유비율은 98.2%에서 67.35%로 

낮아졌다. 뒤이은 1994년에서 1996년에 걸쳐 Lamesa는 이 주식 전부를 어떤 투자

은행에 팔았고, 결국 1억 3천만 불 정도의 양도차익을 벌었다. 

  호주 국세청은 이 주식의 양도차익을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다. 호주-네덜란드 조약은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동산이라는 말은 i) 토지임차권이나 토지에 대한 직접적 

권리, ii) 천연자원을 채굴하거나 시추할 수 있는 권리, iii) 어느 체약국에 있는 땅에 

대한 직접적 권리나 어느 체약국에 있는 천연자원을 채굴하거나 시추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의 전부이거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ARL의 자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은 i)에 따라 ARL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iii)에 따른 과세는 자회사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만이 아니라 

63) 157 ALR 290 (Federal Court of Australi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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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밑의 손회사 등이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호주-네덜란드 조약

에서는 양도소득 조문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양도차익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된다.64) 법원은 주식은 

동산이므로 달리 특약이 없다면 부동산이 될 수가 없고, 법인격은 함부로 투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주식양도차익은 부동산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국세청 

패소판결을 내렸다.65) 

이 사건 조약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direct interests in or over 

land)라는 표현을 쓰고 주식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중요부분인 

회사’라고 적고 있었고, 이 글귀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회사 주식양도만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행 OECD 모델조약의 글귀는 주식의 가치가 부동산에서 

‘직접’ 나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오는(“directly or indirectly”) 경우라

고 적고 있고 미국 모델조약과 UN 모델조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에서 부동산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특칙이 있는 조약을 

보면 대부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가치’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간혹 단순히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는’이라는 표현을 쓴 경우도 있다.66) 명시적으로 ‘간접적인’ 

부동산 자산가치의 주식양도까지 포섭하는 조약 규정이라면 여러 개의 중간단계 회

사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64) 호주법원은 사업소득 조문을 아주 넓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171 CLR 338 (1990), High Court of Australia에서 스위스 국적의 원고는 

상장이 될 호주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큰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호주 법원은 원고가 

사업가이고 영리목적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호주-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65) 호주는 이 사건 이후 법으로 “자산의 가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 직접적이든 또는 1개 

이상의 중간단계 회사나 기타 주체를 통해 가지는 토지나 토지에 대한 권리로부터 

나오는 회사 등의 주식 기타 지분의 양도 또는 처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정

하고, 미국 FIRPTA 법과 유사하게 이법 시행 전에 체결된 조약들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Agreements Act, Sec. 3A. Michael Kobetsky, “The Aftermath of the Lamesa 

Case : Australia’s Tax Treaty Override”,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June 2005, 

IBFD에서 재인용. 
66) 2003년에 체결된 한-미얀마 조세조약 제13조 

④ 재산이 주로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주식자본의 지

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일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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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의 계산

부동산의 양도소득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과세하는 나라의 국내법에 의

하는가 아니면 조약 고유의 개념인가?

  Haas Estate v. R67) 

  이 사건 원고는, 미국거주자로서 1954년에 캐나다 법인의 주식을 654,386불에 

취득하여 이를 쭉 가지고 있다가 1991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단이다.68) 캐나다는 

1971년 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취득한 주식은 1971년에 

1971년 당시의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특칙을 두었고, 1971년 당시 이 주식의 

시가는 3,232,979불이었다. 또 캐나다 법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때까지 쌓인 미

실현이득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고69) 1991년 당시 이 주식의 시가는 17,500,000불

이었다. 이 사건에 적용된 1980년 미국-캐나다 조약은 1980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을 

198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가운데 1984년까지의 보유기간에 귀속하는 

부분은 비과세한다는 특칙을 두었다.70) 이런 조항은 미국이 1980년 전에는 비거

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다가 1980년의 FIRPTA로 부동산이 주재산인 

법인의 주식이라면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1942년에 

체결된 미국-캐나다 조약은 미국거주자의 캐나다법인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았지만 1980년에 개정된 조약은 FIRPTA를 반영하여 부동산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허용했다.71) 이 개정조약은 1985년 발효하였으므로 실제 과세는 1985년

부터 시작하였다. 같은 조약은 경과조치로, 1984년까지의 보유기간에 귀속하는 양도

소득은 비과세한다는 특칙을 두었던 것이다.72)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국회는 

FIRPTA를 조약에 우선시켰으므로 개정조약의 의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허용했다기보다는 조약발효전에 이미 생긴 양도차익의 비과세를 규정한 데 있다. 

  쟁점은 비과세분 양도소득과 과세분 양도소득의 안분이다. 원고는 1954년부터 1991년

까지라는 37년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7,500,000— 654,386 = 16,854,614)라는 37년분 

총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그 가운데 30/37(1954년에서 1984년까지)이 비과세되므로 

67) The Estate of the Late Fredrick J. Haas v. Her Majesty the Queen, Tax Court of Canada 

(Docket : 98-1768(IT)G) 1999년 10월 14일 판결.
68) 과세단위로서 상속재단에 관하여는 이창희, 앞의 책, 제10장 제2절 II.
69) 이창희, 앞의 책, 제12장 제2절, 제26장 제1절 I.
70) 미국-캐나다 조약 제13조 제9항.
71) 1980년 미국-캐나다 조약 제13조 제3항(b).
72) 미국-캐나다 조약 제13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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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6,654,614 × 7/37 = 13,700,271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세청은 보유

기간을 캐나다가 양도소득 과세를 시작한 1971년에서 1991년까지의 20년으로 보고, 

20년간 양도차익 총액(17,000,000— 3,232,979 = 14,267,021)을 계산하여 그 가운데 

13년분(1971년에서 1984년까지)이 비과세되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4,267,021 ×

7/20 = 4,925,599라고 주장하였다. (이 판결은 조약의 발효당시인 1985년의 시가가 

얼마였는가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 시가를 알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어진다. 또 이 

판결은 양도차익의 기간별 안분방법으로 복리가 아니라 단리를 쓰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리를 썼더라면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확 줄었을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한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라는 말과 “한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인 양도차익 가운데 조약발효일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양도차익”이라는 

말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원고의 주장은 이 양도차익이란 취득시점에서 간주

양도시점까지의 양도차익이라는 것이고, 국세청의 주장은 이 양도차익이란 캐나다

법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시작한 1971년에서 1991년까지의 양도차익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조약의 경과규정은 미국의 FIRPTA를 반영한 것이므로, FIRPTA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RPTA는 법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양도차익도 경과규정 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조약에 규정을 두어 취득

시기에서 조약발효시기 사이에 생긴 양도차익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취득시기인 1954년부터 1991년까지 기간에 속하는 양도차익 

가운데 1954년에서 1985년 사이의 기간에 안분되는 부분을 면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FIRPTA와 관련하여 조약을 이런 뜻으로 풀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조약주석을 캐나다 재무부도 동의했고, 그렇다면 두 나라가 조약을 상호 

동등하게 풀이해야 할 것이므로 캐나다 역시 미국재무부 주석에 따라 양도차익 

가운데 30/37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재무부의 조약주석이 원고의 주장을 뒷

받침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캐나다 행정부가 내놓은 행정해석도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 마당에 미국의 행정해석이 법원을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약의 글

귀로 들어가면 조약이 양도차익이라는 말의 뜻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말은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라야 하고, 캐나다 국내법의 양도차익이란 당연히 1971년 

이후의 양도차익이다. 

Haas 판결의 취지는 양도차익이라는 말이 국내법을 떠나서 조약 자체에서 고유한 

뜻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OECD 모델 주석도 마찬가지로 풀이하고 있다.73)

73) OECD 모델조세조약 제13조 주석 12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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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은 어느 나라의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가령 미국거주자가 320만원을 

주고 산 재산을 뒤에 1750만원에 팔았지만 환율변동을 감안하면 미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 Haas 판결에서 나온 금액은 모두 원천지국인 캐나다 

돈으로 표시한 금액이고, 미국 돈으로 얼마에 해당하는가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옳은 생각이다. 소득이라는 개념은 공평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고, 

원천지국 정부로서는 자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놓고 서로 견주어 공평한가를 

묻는 것이다. 이 비교, 곧 소득이 얼마인가라는 계산은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나라 통화를 기능통화로 선택한 경우라면 해당 외화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

으나,74) 양도소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75) 

V. 결    론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관련하여 이 글에서 국내법이나 조

약의 해석론이나 입법론으로 새로이 제시한 주장 가운데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련하여 우리 국내법은 양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다시 양도인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순소득 기준

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경우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에게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과의 통산을 금

지하지만 법인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둘 사이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고 

외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 통산을 막을 필요

74) 법인세법 제53조의2. 기능통화가 원화라면 국외자산이더라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의 원화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인거주자의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5는 내용은 옳지만 ‘양도차익의 환산’이라는 

제목은 틀렸다. 애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화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외화로 계산하여 환산하는 것이 아니다. 
75)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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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내국법인도 같은 문제가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계산 방법은 거주자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지만 외국법인의 양도소득 계산은 내국법인의 계산방법과 

달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뺀 것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다. 

3. OECD 모델조세조약에는 부동산의 내재적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따로 추려

내어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법은 

임대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모두 합하여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내재적 임대소득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우리 소득세법 역시 

개인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내재적 임대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임대행위가 사업의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OECD 

모델조약상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부동산 소득에 해당할 뿐

이므로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고 총

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든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든 국내법에서 정하는

대로 과세할 수 있다. 

5. 부동산회사의 주식에 부동산 양도소득 조항을 적용하는 특칙이 없는 조세조약

이라면 그런 주식을 부동산처럼 과세하는 것은 글귀의 뜻을 넘는다. 미국은 

한미조약과 어긋나는 내용을 국내법에 입법하여 부동산회사의 주식을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 법체계에서는 한미조약을 개정하거나 그에 우선하는 국내법 규정을 

특별히 입법하지 않는 한 부동산회사의 주식을 부동산처럼 과세할 수 없다.  

6. 조세조약상 부동산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은 조약 고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국내법에 의존한다.   

투고일 2013. 7. 18      심사완료일 2013. 8. 27      게재확정일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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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xation of Immovable Property Income and Capital Gain 

Derived by a Non-resident or a Foreign Corporation   

Lee, Chang Hee*

76)

Most, if not all, of the real world tax treaties permit an immovable or real 

property situs country to tax income and capital gain from the property, based on an 

intuitive and historical justification of the site country’s taxing power over an 

immovable property. The OECD Model does not and most, if not all, of the real 

world treaties do not elaborate the concept or scope of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They do not address the specific method to tax such income or calculate 

the amount taxabl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nd leave the issue to domestic 

legislation.

Korean domestic law taxes immovable property income derived by a non-resident 

or a foreign corporation on net basis, i.e. tax it as if it were business profits attributable 

to a PE in Korea.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may easily satisfy the conditions 

of classification as business profits under a treaty, the income is governed exclusively 

by the immovable property clause and therefore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according 

to domestic law. Most importantly, the treaty term of income derived from immovable 

property is comprehensive and includes the imputed income arising from the owner’s 

own use of the property, it is not so taxed under Korean domestic law because 

Korean laws ignore and do not seperately tax such imputed income.

Regarding capital gain, the U.S. taxes the capital gain from selling shares in a real 

property company under FIRPTA overriding a treaty language that does not address 

a real property company and in effect classifies it as a gain arising from a personal 

property. In response to this treaty override and for reciprocity, the Korean National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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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Service assimilated such shares to real property in applying the U.S.-Korea 

Treaty and taxed the gain under domestic law. This practice, however, exceeds the 

linguistic boundary of the existing language of the Treaty. Mere reciprocity does not 

justify taxing the capital gain from the shares without amending the treaty or 

enacting a domestic law overriding the Treaty.      

   

Keywords: 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 immovable property, rental income, 

capital gain from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al property company, 

FIR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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