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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全世界所得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居住者 개념*

李 昌 熙**

1)

I. 논 과 논지

OECD 모델 주석은 조세조약상 ‘한 締約國의 居住者’라는 말을 그 체약국에서 

포 (comprehensive) 는 완 (full)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고 풀이하고 있다.1) 

다시 이 말을 받아 여러 나라의 법원, 행정청  주석가들은 ‘한 체약국 거주자’

라는 말을 그 나라에서 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의 목 은 이 풀이가 안고 있는 법해석론상 난 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논

지는 1) 이 해석을 조약의 귀에서 끌어내기는 무리이다, 2) 그러나 屬人主義를 

택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목 론  에서 그 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다시 그러나 이 해석은 屬地主義와는 근본  모순 계에 있다, 이 세 가지이다. 

이하의 은 우선 조세조약에서 ‘거주자’라는 개념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살

피고, 그에 이어 각국의 결을 통하여 거주자라는 말의 의미를 밝히고 그에 터

잡아 논지 1)과 2)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논지 3)으로 넘어가 기존 결의 해

석론으로는 속지주의 국가에 해서는 조세조약의 용을 부인해야 논리의 앞뒤

가 맞지만 이런 해석은 조세조약의 역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 뒤, 실 세

계에서는 이 모순이 이론  심사로 남을 뿐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을 마무

리하기로 한다. 이 은 우리 법원이나 행정청이 조약상 거주자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라는 우리나라 해석론을 다루지는 않는다.2) 이 은 이 논 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OECD 모델 제4조 주석 1-3문단, 8문단.
2) 특정한 실제 조약을 놓고 그 조약의 해석전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분석하지 않

은 채 조약의 글귀에 관한 해석론을 추상적으로 내어놓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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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문리해석과 목 론  해석 사이의 모순을 지 하고, 이 모순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를 3)의 쟁 을 통해 분석하고자 할 뿐이다. 우리 법원이나 행정청의 

실무에서 조약해석의 방법론으로, 나아가 세법해석의 방법론으로3) 문리해석과 목

론  해석의 갈등이 있을 때 둘의 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4)는 이 의 

범  밖이다.

한 이 은 조약을 용받기 한 요건으로 상 방 체약국 거주자라는 말의 

의미 체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문제로 세계소득 납세

의무가 필요한가라는 문제만 검토한다. 조약을 용받기 한 주  요건에는 

세계소득 과세 문제 말고도 실질  귀속자, 이 거주자, 가장행 의 부인, 조약

상 는 국내법상의 실질과세, 국내법에 의한 조약 용 배제 등 여러 가지 복잡

한 문제가 얽  있다. 이런 문제는 모두 이 의 범  밖이다.

조약상 거주자 개념의 속성으로서 세계소득 과세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해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문헌이  없는 듯하다. 미에서도 이 을 정면

으로 다룬 논문은 찾지 못했고 그  이 을 가볍게 건드리고 지나가는 주석서 

밖에는 찾지 못했다. 이 에 참고문헌이 거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Ⅱ. 거주자의 의의

조세조약은 곳곳에서 居住者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 가운데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조약이 다른 체약국 거주자에 한 자국의 과세권 행사를 제약하는 경우

이다. 그런 조항의 귀도 실제 조약에서는 그 내용이 조약마다 다르므로 이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그 신 OECD 모델 조약 몇 조항의 귀를 보자.

제7조(사업소득) (1) 한 체약국의 기업의 소득은, 그 기업이 다른 체약국에서 

그 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한 본국에서만 세

을 낸다. (하략)

3) 일반론으로는 조세조약 해석방법을 국내법 해석방법과 달리할 이유가 없다. 이창희, 
“조세조약 해석방법”, 조세학술논집 23집 2호(2007), 149-192쪽. 

4) 세법 해석에서 문리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의 대립은 어느 것이 옳다고 답을 낼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고, 결국은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주관적 느낌에 따라 법관이 정하게 마
련이다. 이창희, 세법강의(제7판, 2008), 제3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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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1) (d): ‘한 체약국의 기업’이라는 말은 그 체약국 거주자가 

하는 기업을 말한다. 

(c): ‘기업’이라는 말은 아무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는 데 용한다.

제10조(배당) (1) 한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 하는 배당은 

다른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2) 이런 배당은 배당 을 지 하는 회사가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에서도 그 나

라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지만, 배당의 실소득자가 다른 체약국 거주자라면 

세 이 다음 상한을 넘지 못한다 (하략)

제11조(이자) (1) 한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 하는 이자는 

다른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2) 이런 이자는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에서도 그 나라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지만, 이자의 실소득자가 다른 체약국 거주자라면 세 이 다음 상한을 넘지 

못한다 (하략)

제13조(양도소득) (5)  1항에서 4항까지에서 말한 재산 이외 다른 재산의 양

도에서 생기는 소득은 양도자가 거주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소득) (1) …한 체약국 거주자가 근로와 련하여 버는 임 , 여 

기타 이와 비슷한 보수는, 근로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그 나라에

서만 과세한다. (하략)

제18조(연 ) …연  기타 이와 비슷한 보수로 한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나간 

근로의 가로 지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만 과세한다. 

제20조(다른 소득) 한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이 조약의 다른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소득은 그 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배당소득 조항과 이자소득 조항은 한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締約國 居住者

에게 지 하는 소득을 용 상으로 삼고 있다. 가령 우리나라 거주자가 다른 나

라 거주자에게 지 하는 이자나 배당에 한 우리나라의 세 은, 그 나라와 우리

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상의 上限에 걸린다는 것이다. 역으로 우리나라와 어떤 

다른 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조약이  OECD 모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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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른 나라는 제 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지 하는 

이자나 배당을 조약이 정한 상한 안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 은 

조항 가운데 나머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이기만 하면 

해당조항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제약한다.5) 가령 다른 나라의 거주자가 우리나

라에서 버는 사업소득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의 조약상 사업소득 조항에 따

라,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어느 쪽이든 여기에서 체약상 방인 다른 나라의 거주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

가? 모델 조약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4조(거주자) (1) 이 조약에서 ‘한 체약국 거주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나라 법에서 주소, 거소, 리장소 기타 이와 비슷한 기 을 이유로 그 나

라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6) 그러나 이 말은, 그 나라에서 납세

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오로지 그 나라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만 세 을 내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7) 

제3조(정의)(1)(a) ‘사람’이라는 말은 개인, 회사  다른 사람의 단체를 포함한다. 

(b) ‘회사’라는 말은 법인 는 세법상 법인으로 우받는 다른 단체를 말한다. 

Ⅲ. 거주자 = 세계소득에 한 납세의무자

지 까지 살펴본 조세조약상 조문에 의하면 거주자라는 말은 ‘주소, 거소, 

리장소 기타 이와 비슷한 기 을 이유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그러나 다른 체약국 거주자라 하더라도 조약 혜택을 배제하는 명문규정(limitation on 
benefits)을 두는 조약도 있고, 또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약적용을 거
부당할 수도 있다. OECD 모델 1조 주석 9.4문단.

6) 2000년 개정된 글귀는 상대방 체약국 국가 그 자체와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정
부를 명문으로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에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 다루는 조약은 모두 
이 글귀를 담지 않고 있다. 

7) 뒤에 다루는 판결 원문이 모두 영문이므로 견주어 읽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 영어원
문을 적는다면 다음과 같다.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t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f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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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일상  의미는 분명 일정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세 을 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래에 보는 각국 결은 이 말을  다른 뜻으로, 全世界所得

에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는 뜻으로 읽고 있고, 각국의 주석가들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8) 왜 이런 해석이 생기는가를 살펴보자.  

1. 장소 v. 납세의무

논 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도의 Abdul Razak A. Merman In re9) 사건에

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자. 신청인 Abdul은 아랍에리미트(UAE)인으로서 1999년 

8월부터 아부다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쟁 은 Abdul이 UAE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받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 인도-UAE간 

조약에 따른 면세혜택을 릴 수 있는가이다. 같은 조약 제1조는 “이 조약은 체

약국 일방 혹은 방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거주자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나라 법에서 주소, 거소, 리장소 기타 이와 비슷한 기

을 이유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같은 조약은 여기

에서 ‘사람’이라 함은 ‘개인, 법인 기타 각 체약국의 세법에서 과세단 로 삼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USE가 개인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는 데에서 생겼다.  

유권해석 당국10)은  조약 귀에서 말하는 거주자라는 말을 주소, 거소 따

의 場所를 가진 자라는 말이 아니라 全世界所得에 한 납세의무자라는 뜻이

라고 시한다.  조약의 귀는 조세조약의 상 당시 UAE가 3개월 안에 개

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을 입법할 것을 제로 상했던 귀라는 것이다. 

인도-UAE 조약은 ‘주소, 거소, 리장소 기타 이와 비슷한 기 을 이유로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이라는 OECD 모델의 거주자 정의를 그 로 가져왔다. 이와 

 8) American Law Institute, Federal Income Tax Project―International Aspects of United 
States Income Taxation II―Proposals on United States Income Tax Treaties (1992) 
127-128쪽; Klaus Vogel, Double Taxation Conventions 4조 주석 24문단; 小松芳明, 租
稅條約の硏究(1982), 31쪽.

 9) India Case AAR No. 637 of 2004, IBFD Citation CL:IN:2005-05-09-1:DEC (IBFD 
Tax Treaties 데이터베이스). 

10)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인도 재무부에 속하고 있는 기관에 의한 분쟁의 사전
해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예규에 해당하지만, 전직 대법관들로 이루어진 아주 권
위 있는 기관이다. 인도 법률가들과 이야기해본 바로는 대법원 판결에 맞먹는 권위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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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랑스-UAE 조약, 캐나다-UAE 조약, 독일-UAE 조약은 “UAE 거주자”를 

“UAE에 주소가 있거나 [거기에] 설치되었거나 는 [거기에] 리장소를 두고 

있는 사람”1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차이가 생긴 까닭은 인도-UAE 조약은 

UAE가 개인소득세제를 입법할 것을 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2) 따라서 신

청인은 조약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시한다. 

2. 납세의무의 범

‘한 체약국의 거주자’라는 말을 그 나라에서 세계소득에 한 납세의무를 지

는 자라고 풀이한다면, 다시 이 말의 範圍는 어디까지인가? 캐나다 조세법원의 

McFadyen 결13)은 한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마

도 일본에 특유한 제도로 남아있는 이른바 비 주 거주자 제도를 다루고 있다. 

일본은 거주자를 永住者와 非永住者로 구분한다.14) 자는 국외원천소득을 포함

한 세계소득에 납세의무를 지지만,15) 후자가 버는 국외원천소득은 이른바 送金

主義 원칙(remittance basis)에 따라 일본으로 송 해 들여온 소득에만 납세의무를 

진다.16) 쟁 은 이런 비 주거주자를 조약상 일본거주자라고 볼 수 있는가이

다.17)  

이 사건 원고인 McFadyen은, 캐나다 공무원이었던 부인이 주일 캐나다 사

에서 근무를 하게 되자 함께 일본으로 건 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일본에

서 살았다. 원고는 일본 슈뢰더 증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했다. 부부는 일본

에서 더 거주하려고 하 으나 여의치 않자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다. 원고가 이 

기간 동안 캐나다에 머무른 날은 해마다 183일에 미치지 못했다. 쟁 은 원고가 

일본에서 번 소득에 하여 캐나다에 납세의무를 지는가이고 다시 이는 원고가 

캐나다 거주자인가에 달려있다. 

11) ‘any person domiciled, established or having its place of manageme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12) 같은 판결 15 문단.
13) 97-2037(IT)G, Tax Court (Canada), 2009. 9. 11. Lexis 인용방식으로 2000 Can. Tax 

Ct. LEXIS 2079. Tax Analysts 인용방식으로 2000 WTD 197-21.
14) 일본 所得稅法 제5조 제1항.
15)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16) 같은 법조항 제2호.
17) 일본이 맺은 조약 가운데에는 비영주자는 조약상 일본 거주자가 아니라고 명시한 조

약들이 있다. 가령 미국-일본 조약 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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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조세법원은 우선 원고가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캐나다 국내법상 

거주자라고 단했다. 원고는 캐나다에 은행계좌를 두고 있었다. 집도 두 채 소

유하고 있었고 그  한 채는 두 달 에 통지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고 

나 에 귀국하자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 캐나다의 토목기사 회에도 그 로 회

원자격을 유지했고, 가구도 모두 창고에 보 했고, 연 구좌, 신용카드, 운 면허

증 등도 모두 유지하고 있었다. 비록 그가 캐나다를 떠나고자 했고 다시 돌아오

지 않기 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McFadyen은 캐나다와의 

인연을 유지했으며 결국 캐나다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법원은 련 기간 동안 

McFadyen이 캐나다의 거주자라고 단했다.18) 

두 번째 쟁 으로 법원은 McFadyen이 캐나다-일본 조약상으로도 日本 居住者

가 아니라고 보았다. 조약은 한 체약국의 거주자를 “주소, 거소, 주사무소, 리

장소 기타 이와 비슷한 기 을 이유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9) 법원은 이 말을 놓고 일본의 거주자란 일본에서 包括的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고 풀이한다.20) 그 다면 송 주의 기 으로 일본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원고

는 일본에서 포  납세의무를 진다고 볼 것인가? 캐나다 국세청은 이런 송

주의의 용을 받는 자도 세계소득에 한 납세의무라고 본다는 입장을 표시

한 이 있지만, 법원은 이 행정해석을 배척한다. 그러자 원고는, McFadyen이 일

본의 거주자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국세청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거

주자 증명서는 쉽게 떼주는 것이므로, 일본국세청이 원고의 사정을 제 로 악

하고서 이 증명서를 발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증명서가 원고가 일본거주자임

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단한다.21) 

OECD 모델 주석서는 McFadyen 결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국외원천소득에 

한 납세의무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 송 을 받아야 세 을 내는 송 주의 기

을 세계 소득에 한 납세의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18) 같은 판결, Lexis 자료로 97-133문단, 특히 109문단.
19) OECD 모델과 다른 점으로 ‘주사무소(place of head or main office)’가 들어 있다. 
20) 같은 판결. Lexis 자료로 138문단. 논거가 되는 선례로 뒤에 볼 Crown Forest 판결을 

들고 있다. 
21) 같은 판결. Lexis 자료로 151문단 이하. 따라서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이고 일본거주자는 

아니므로, 조약의 이중거주자 조항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일본-캐나다 조약에서는 
이중거주자 조항은 국세청간 협의사항이므로 법원에서 이 점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판결에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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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에서는 거주자이기는 하지만 그 나라와 항구  연 (때로는 이를 주

소라 부르기도 한다)이 없다고 간주되는 사람이 국외원천에서 받는 소득은, 이 

소득을 그 나라로 실제 송 받는 범  안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은 국외원천소득을 송 받지 않은 범 에서는 이 과세의 험을 지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조약혜택을 주는 것은 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22)”   

3. 납세의무의 의미

한 체약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선 가령 과세소

득이 없어서 세  낼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은 

의심할 바 없다. 나아가 아  납세의무 자체가 없는 자가 ‘주소 기타 이와 비슷

한 기 을 이유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매우 이상한 말이지만, 

가령 상 방 체약국 국가 내지 정부가 받는 소득을 생각해보라. 상 방 체약국 

국가 그 자체는 상 방 체약국에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 방 체약국 

국가가 받아가는 소득이 조세조약의 용 상이라는 해석에는 부터 다툼이 

없었다.23) 

유명한 사례로 캐나다 법원의 1995년 결인 Crown Forest24) 사건을 살펴보

자. 이 사건 원고인 캐나다 회사 Crown Forest (이하 ‘CF’)는 Norsk (이하 ‘N’)라

는 회사에서 배를 빌리고 용선료를 지 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를 지게 되었다. 

쟁 은 이 원천징수세가 조약상의 세율상한에 걸리는가이다. 이 사건 쟁 인 미

국-캐나다 조약의 사용료 조항25)은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지 하는 

사용료에 한 캐나다의 과세권을 제약하여, 사용료의 10%라는 세율상한을 정하

고 있었고, 이 조항은 裸傭船料에도 용되었다. 한편 같은 조약은 한 체약국(미

국) 거주자라는 말을 “한 체약국(미국)에 주소, 거소, 리장소, 설립장소 기타 비

슷한 가 을 이유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26) N은 바하

22) OECD 모델 1조 주석 26.1문단. 
23) OECD 모델 4조 주석 8.1문단. 2000년 개정된 모델조약 제4조 제1항은 이 점을 명문

으로 확인하고 있다. 미국모델 조약은 면세조직에 대해서도 이를 거주자로 본다는 명
문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모델 제4조 제2항.  

24) Queen v. Crown Forest Industries Ltd., [1995] 2 S.C.R. 802. Lexis로 1995 SCR 
LEXIS 405.  

25) 1980년의 미국-캐나다 조약 제4조.
26)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place of incorporation or any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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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미국 국내법에서는 외국법인이지만27) 하나 뿐인 

사무소( 리장소)를 미국에 두고 있었다. 원고의 주장은 N이  조약에서 말하는 

미국거주자이므로 이 건 용선료는  조항의 상한을 용받는다는 것이고, 캐나

다 국세청의 주장은 N은 미국거주자가 아니므로 CF는 캐나다 국내법에 따라 

25%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N은 온 세상에서 유일한 管理場所를 미국에 두고 있었고, 따라서 그의 사업에 

버는 소득은 모두 美國內 事業(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에서 버

는 소득으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진다.28) 그 지만 이 사건에서는 N이 실제로 

미국에 세 을 내지는 않았다. N의 소득은 선박운수업 소득에 해당했고, 미국법

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외국법인(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선박운수업을 

면세하기 때문이다.29) 바하마와 미국은 운수업 소득의 相互免稅 정을 맺고 있

고 그 정에 따라 나용선료 역시 상호면세하고 있다.30) 

그 다면 N은 실제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이므로, 미국 거주자

의 정의 곧 “미국법에서 주소, 거소, 리장소, 설립장소 기타 이와 비슷한 기

을 이유로 미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서는 그 로 빠지는 것 아닐까? 그러나 

캐나다 국세청은 이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고 법원도 이 을 거의 언 하지 않

고 있다.31) 왜 그럴까? 실제로 세 을 내어야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풀이한다면 

가령 비 리법인 따  면세단체나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제도가 짜여 있는 특수

목 법인 따 는 언제나 본국의 거주자가 아니게 되어 조세조약을 용받지 못

한다는 결과가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난 을 피하자

면 반드시 실제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 히 상 방 체약국의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무언가 귀에 어 나는 해석32)을 택할 

critierion of a similar nature’. 같은 조는 OECD 모델 제4조 제1항 제2문의 국내원천
소득에만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담고 있지 않았다.

27) 미국 국내법에서 법인의 내외구분은 설립준거법에 따른다. 미국세법 7701조(a)(4), 
(a)(5).

28) 미국법에서는 외국법인의 미국 내 사업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묻지 않고 모두 미국에서 과세한다. 미국세법 882조, 864조(c)(4). 따라서 외국원천소득
에 붙은 외국납부세액도 공제해준다. 미국세법 906조.

29) 미국세법 883조(a)(1).
30) Rev. Rul. 2001-48, 2001-2 CB 324.
31) 판결문 48문단은 N이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부분을 중시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개념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이중과세 방지의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논한 것
이다. 다음 항의 목적론적 해석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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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33) 한편 면세조직이나 SPC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면세를 받는 

것이므로 납세의무 자체는 있다고 보는 식으로34) 어려움을 피하고 있다. 이런 해

석과 앞뒤를 맞추자면 N이 미국에서 실제 납세의무를 지지 않지만 조약상은 그

래도 여 히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거주자 개념의 목 론  해석

그 다면 이제 Crown Forest 사건의 논 은 N이 미국에 유일한 리장소를 

두고 있고, 그로 인하여 미국 내 사업을 하는 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앞서 조약에서 말하는 “미국법에서, 주소, 거소, 리장소, 설립장소 기타 비슷한 

기 을 이유로 미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는가로 돌아간다.35) 

하 심에서는 1심 2심 모두 원고 승소 결을 내렸지만 법원에서는 국세청 

승소 결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N이 미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이유는 미국에 管

理場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美國內 事業이 있기 때문이라는 을 지 한다. 

리장소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은 미국내 사업을 인식하는 징표  한 가지일 뿐

이라고, 그 다면 N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이유는 리장소가 미국에 있

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내 사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6) 그 다면 한 가지 

문제를 더 해명해야 한다. “미국내 사업”이란 앞의 조약 귀에서 말하는 “기타 

이와 비슷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가? 법원은 “주소, 거소, 설립장소…가 있다

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진다”는 말은 세계소득에 납세의무를 진다는 뜻이라고 

풀이한다. 이에 비해 미국내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지는 납세의무는 국내원천소

득에 한 납세의무라는 것이다.37) 

와 같이 문리로 볼 때 N을 미국거주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가능함을 보

인 뒤, 법원은 N을 미국거주자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目的論的 해석을 제시한다. 

첫째, 입법사를 볼 때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조약이란 미국과 캐나다의 어느 한 

32) OECD 모델 4조 주석 8.2문단.
33) 상세는 Robert Couzin, Corporate Residence International Taxation (2002), 3.1.1절. 이 

글은 ‘납세의무를 지는’이라는 조약 글귀는 ‘liable to be liable to tax’라는 뜻, 곧 납
세의무를 질 가능성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34) OECD 모델 4조 주석 8.2문단. 
35) Couzin, 앞의 책 3.1.2절.
36) 앞의 판결 23-38문단.
37) 같은 판결 29문단, 68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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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 세계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과세의 방지를 

해 체결한 것이다. 캐나다와 바하마 사이에 조약이 있다면 N이 이 조약을 

용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캐나다 조약을 용받는 것은 조약의 취지에 어 나고, 

법원이 조약남용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38) 두 번째로 법원은 OECD 주석을 검토

한다.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OECD 모델 제4조 제1항 제2문에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라는 말은 오로지 그 나라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만 세 을 내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미국-캐나다 조약에는 그런 말이 없

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제2문은 제4조 제1항 제1문을 다시 확인하는 규정일 뿐이

라고 단한다. 그 논거는 OECD 주석이나 다른 문헌을 보면 조약에서 거주자라

는 말은 세계소득에 한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는 뜻이라고 있다는 것이

다.39) OECD 주석에 따르면 제2문이 특별히 들어가 있는 취지는, 외교 처럼 국

내법상 거주자이지만 특례규정 덕택에 세계소득에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는 

조약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이다.40) 따라서 미국-캐나다 조약에 이 말

이 없다고 해서 N이 미국의 거주자가 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Crown Forest 결이 던지는 논 을 한 가지 생각해보자. N을 미국

내 납세의무자의 개념에서 아  제외하지 않는 이상 조약개념으로 본다면 N은 

세계소득에 한 세 을 미국에 낼 의무를 지고 있다.41) 그 다면 당연히 미국

의 거주자인 것 아닐까? 그 지는 않고, 법원의 단은 옳다. 이 사건에서 N이 

미국에 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N의 유일한 사업활동이 미

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우연  계기 때문이다. 가령 N이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제3국 소득은 미국의 

과세권에 속하지 않는다. 그 게 본다면 N은 미국 내 사업에 한 세 을 내는 

것일 뿐이다. N의 납세의무는 미국 내에 리장소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미국 

내 사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법원의 단은 옳다. N의 입장은 가령 우리나라 법

인의 미국지 이 캐나다에서 로얄티를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가령 한국-캐

나다 조약의 로얄티 조항은 세율을 12%로 정하고 있고, 미국-캐나다 조약의 로

얄티 조항은 세율을 10%로 정하고 있다고 하자. 한국법인의 미국지 이 캐나다

38) 같은 판결 44-48문단.
39) 같은 판결 58문단.
40) 같은 판결 58문단. OECD 모델 4조 주석 8문단. 
41) 물론 실제로는 면제받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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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받는 로얄티에 해 캐나다가 부과할 수 있는 세율의 상한은 얼마인가? 

12%이다. 이 로얄티는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미국의 거주자에게 지 하는 로얄

티”가 아니므로 미국캐나다 조약은 용할 수가 없다. 이 로얄티는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 하는 로얄티”로 한국-캐나다 조약의 용을 받

을 뿐이다. 이런  때문에 법원은 N은 캐나다와 바하마 사이에 조약이 있을 경

우 바하마 거주자로서 그 조약의 용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다.  

Ⅳ. 조약과 속지주의

이제 Crwon Forest 결의 사실 계를 조  바꾸어 N이 미국법에 따라 설립

된 회사로 미국법에서 세계소득에 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자.42) 그 다면 

N이 받은 용선료는 미국-캐나다 조약의 혜택을 릴 수 있는가? 목 론  해석

의 에서 OECD 모델이 말하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라는 말을 그 나라에서 

세계소득에 한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당연히 조

약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어떤 사

람이 어떤 나라에서 세계소득에 한 납세의무를 지는가라는 질문은 당연히 

그 나라의 國內法에 한 질문이다. 조약상 거주자 개념을 세계소득 납세의무

로 풀이한다면 거주자 개념은 국내법에 의존하는 개념이 된다. OECD 모델 주석

도 “거주의 정의란 국내법이 택한 거주자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고 있

다.43) 

가령 미국법에서 미국에 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이란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그런데 “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이유로”라는 말이 조약상 

거주자의 정의에서 “주소, 거소, 리장소, 설립장소 기타 비슷한 기 을 이유로”

라는 말에 포함되는가? 귀로 본다면 포함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한 걸음 나아

가 생각해보면 구에게 어떤 기 으로 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는 

국내법 문제이므로, 조약이 정하고 있는 주소 기타 이와 비슷한 장소라는 말은 

귀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술  용어로 락하고 만다. 물론 목 론  

해석의 에서 보자면 조약이 말하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라는 말을 그 나라

42) 미국세법 7701조(a)(4), (a)(5).
43) OECD 모델 4조 주석 8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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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계소득에 한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생각

은 옳아 보인다.44) 그러나, “그 다면 정면으로 그 게 써야 옳지 않은가”45), 곧 

“거주자란 한 체약국 국내법에서 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고 써야 옳

지 않은가?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목 론  에서 보자면 얼토당

토 않게 도 체 왜 조약은 왜 거주자 개념을 주소 기타 장소를 이유로 납세의무

를 지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 바꾸어 묻는다면 조약의 귀에 불구하

고 거주자 개념을 국내법상 세계소득 납세의무라고 풀이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 문제를 미국의 1974년 결인 Compagnie Financiere de Suez 사건46)에서부

터 풀어보자. 이 사건 납세의무자는 수에즈 운하를 운 하는 회사로 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지만 에집트법에서 특별 조물로 보아 에집트법의 규율을 받

는다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받

았다. 쟁 은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 원천징수세가 랑스-미국 조약의 

용을 받아 15%라는 제한세율의 용을 받는가, 아니면 미국 국내법의 용을 

받아 30% 세율로 원천징수 상인가이다. 법원은 국세청 승소 결을 내리면서 

이 회사는 랑스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에집트법에 따라 에집트 거주자로 보

아야 하므로 랑스-미국 조약의 용을 받지 않는다고 시하 다. 

여기에서 심사는 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일종의 방론 부분이다. 법원은, 

랑스는 屬地主義 기 으로 과세하므로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에 

주목하고 있다.47) 랑스-미국 조세조약은 두 나라 사이의 二重課稅를 막자는 것

44) American Law Institute, Federal Income Tax Project―International Aspects of United 
States Income Taxation II―Proposals on United States Income Tax Treaties (1992) 
127-128쪽. Klaus Vogel, 4조 주석 24문단. 반대주장으로 Couzin, 앞의 책, 3.1.4.2절 
은 거주지국이 당해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는 이상 전세계소득 과세를 요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령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비영리
법인이 거주자인 마당에 세금을 내는 법인이 납세의무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리하여 그 책은 OECD 모델 주석이 
말하는 포괄적(comprehensive) 납세의무나 완전(full) 납세의무의 개념을 무시해야 옳다
는 결론에 이른다. 같은 책 3.3절 4. 논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이지만, OECD 모델 주석
과 정면으로 어긋나고 본문에서 보았듯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의 판례가 이 주
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질만한 가치가 없다. 

45) Crown Forest 사건 하급심 판결에 나오는 글귀이다.
46) Compagnie Financiere de Suez v. United States 492 F.2d 798 (Ct.Cl. 1974).
47) 같은 판결 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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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본목 으로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이 과세를 당하지 않는 이상 조약을 

용할 필요가 없다고 시하고 있다.48) 원고는, 그런 식으로 조약 용을 배제한다

면 국제 양에 어 난다고 주장하 지만, 법원은 랑스는 세 을 걷지 않고 미

국만이 세 을 걷으므로 오직 미국만이 이해 계자일 뿐이고 국제 양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하고 있다.49) 

무슨 말인가? 속지주의 기 으로 세 을 부과하는 나라가 조세조약을 맺는다

면, 그 나라에 속하는 기업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지 도 

남미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는 순수한 속지주의를 택하여 국내원천소득에만 세

을 물리고 국외원천소득은 아  쳐다보지도 않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가 주

소 등의 장소를 기 으로 거주자를 정의하는 조약을 우리나라와 맺는다면50) 우

리나라는 이 나라 법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버는 소득에 하여 조약 용을 부인

할 수 있는가? 상 방 체약국 거주자란 그 나라에서 세계소득에 한 납세의

무를 지는 자라는 해석에 따른다면 이런 나라의 법인은 해당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고 따라서 조약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51) 

논리 으로 옳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결과는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조세조

약이란 애  유럽 여러 나라 사이에서 생긴 것이고, 유럽 여러 나라는 속지주의

를 쓰는 나라가 오히려 많다. 맺어보아야 소용도 없는 조약을 맺었다는 말인가? 

이 모순을 푸는 실마리는, 애  유럽 각국이 맺었던 조약은 OECD 모델과 아

주 다른 귀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유럽 각국의 이 과세 방지조약은 이미 

1920년 부터 체결된 것이다.52) 이런 조약의 귀는 지 의 OECD 모델과는 

 다르고,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이 다른 체약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을 과세하

는가 여부를 물을만한 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가령 OECD 모델의 이자소득이

나 배당소득에 해당할 내용으로 ‘자 투자에서 생기는 소득’은 ‘투자자의 거주지

48) 같은 판결 628쪽.
49) 같은 쪽.
50) 우리나라가 남미 국가와 맺은 조약상 거주자 조항의 글귀는 OECD 모델과 별 차이가 

없다. 
51) 실제로도 아마 속지주의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었던 남미 국가의 법인들이 자국이 맺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내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판결이나 행정해석으로 공간된 사례는 찾지 못했다. 

52) 가령 1925년의 독일-이탈리아 조약, 1930년의 프랑스-이탈리아 조약, 1934년의 프랑스-
독일 조약(이 조약은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여 발효하지 않았고 나중에 일부 조항에만 
소급효를 부여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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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었고,53) 여기에서 거주지라는 말은 우

리 민법의 주소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定住意思가 있는 장소로 정의되어 있다.54) 

이런 구조에서는 거주지국이 세 을 어떻게 매기고 있는가가 아  문제되지 않

는다. 그런 조약을 몇십 년 운 하다가 1950년  말부터 그 내용을 가다듬은 새

로운 귀로 조약을 맺었다. 1963년에 처음 채택된 OECD 모델의 내용은 크게 

보아 이 1950년  말 조약의 귀와 별 차이가 없다. 거주자라는 말을 정의하면

서 주소 등의 이유로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고 정의한 귀 역시 이미 1959년의 

독일 랑스 조약에 이미 나온다.55) 그 당시 랑스는 속지주의 국가 다는 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주소 등의 이유로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는 말은 아마 거주

자라는 말을 민법상 개념이 아니라 세법상 개념으로 정한다는 정도의 뜻이었을 

것이다.56) 이런 역사성 속에서 보면 거주자란 세계소득에 한 납세의무를 지

는 자라는 식의 해석은 主客이 뒤집힌 이야기일 뿐이다. 아마 이 와 에 1970년

 이후 미권에서 앞서 본 Compagnie Financiere de Suez 사건이나 Crown 

Forest 사건 따 가 생긴 듯 하다. OECD 모델 주석이 1992년에 다음과 같은 내

용을 추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문제에 한 반응이었던 듯 싶다.  

이 조항[거주자의 정의]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과세에서 속

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거주자를 조약의 용범 에서 제외하는 결과

가 생긴다. 이것이 조약의 의도가 아님은 분명하다.57) 

그러나 이론 으로는 아주 커다란 문제라 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실세계에서

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우선 엄 한 뜻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

라는 재 일부 남미 국가 정도 뿐이다. 이런 나라를 제외한다면, 오늘날 엄 한 

53) 1925년 독일-이탈리아 조약 제8조.
54) 같은 조약 제13조.
55) 독일-프랑스 조약(1959년), 제4조 제1항.
56)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는 말이 들어간 정확한 배경에 관한 문헌은 찾지 못했다. 거주

자라는 말을 세법상 거주자라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는 조약의 예로 캐나다-호주 조약
(1980), 제4조.

57) OECD 모델 4조 주석 8문단. 1992년에 이 내용을 추가한 배경에 관한 문헌은 찾지 
못했다. 입법론으로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1998), 162-165 문단은 거주지국
에서 국외원천소득을 과세받지 않는 자를 거주자의 개념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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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의 속지주의 국가는 없고 國外源泉所得 免除 국가가 있을 뿐이다. 무엇이 다른

가?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58) 우선 각국 국내법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

외원천소득 면제는 체로 원천지국이 그 소득을 정규  세율로 과세할 것을 

제로 한다. 이런 뜻에서 OECD 모델은, 원천지국의 세 이 제한세율에 걸린 경

우 거주지국은 국외원천소득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의 세 을 세액공

제하고 차액부분에 한 보충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59) 둘째 

국외원천소득을 면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외원천소득을 아  무시하는 나라

는 찾기가 어렵고, 어도 세율 용에 있어서는 국외원천소득을 고려하여 累進稅

率을 용하면서 국외원천소득을 면세한다.60) 를 들어 국내원천소득 100억원만 

있는 회사와 국내원천소득 100억원과 국외원천소득 100억원이 있는 회사를 비교

한다면, 자에는 20%의 세율을 용하여 20억원의 세 을 물리지만 후자에는 

30%의 세율을 용하여 60억원을 물리되 그 반인 30억원을 감면하므로 결국 

30억원의 세 을 내게 된다. 이 말은 국외원천소득 100억원에 해서 10%(30% 

-20%)의 세 을 부담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뜻에서는 국외원천소득 면세는 

속지주의와 다른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국외원천소득 면세 방식을 따르는 국

가에 속하는 기업은 국외원천소득에 한 세 을 부담한다는 뜻에서 세계소득

에 한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조세조약을 용받지 못

한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지 에 와서는 거주자 개념과 속지주의의 모순이라는 문제는 일부 남미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이고, 앞으로는 이 문제도  사그러들 것이다. 세계 모

든 나라가 속지주의를 택한다면 속지주의도 세계체제로 과세권의 국제  분배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속인

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여, 거주자⋅내국법인은 속인주의로 세계소득을 과세

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서만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원래 속지주의로 

출발한 나라도 이제는 진세율의 용이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 세계소득 과

세에 가까운 체제에 이르 음은  문단에서 본 바와 같다. 오늘날 속지주의는 

과세권의 국제  분배라는 세계체제의 성격을 거의 상실하 고, 나라 밖에서 벌

58) 독일과 프랑스의 예로 中理實, 國際取引の課稅―課稅權 の配分と國際的 租稅回避 (1994) 
제1편. 

59) OECD 모델 23A조 제2항.
60) OECD 모델 23A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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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일을 실제로 감시 감독할 수 없는 나라라면 속인주의를 택할 길이 없다

는 실  行政力의 한계라고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 

주제어: 조세조약, 거주자, 비거주자, 세계소득 납세의무, 속지주의, 속인주의, 

송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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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ldwide Income Tax Liability and Treaty Residence
61)

Chang Hee Lee
*

The OECD Model Commentary takes the view that treaty residence is defined 

by comprehensive or full tax liability in the country of residence. Many court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ommentators further interpret the concept of 

residence by reference to worldwide tax liability in the country of residence. 

This paper proffers four-pronged theses: 1) the plain language and of a tax 

treaty does not support this worldwide liability interpretation, 2) such an 

interpretation, however, is unavoidable from the perspective of a country that 

taxes worldwide income of its residents, 3) the worldwide liability requirement 

would deny treaty benefits to a tax payer resident in a country defining its tax 

jurisdiction strictly on territorial basis, and 4) this consequence is contrary to the 

history of tax treaties. 

Key words: tax treaties, resident, non-resident, worldwide tax liability, tax 

jurisdiction, territorial jurisdiction, personal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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