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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부분의 국가에서는 세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두 가지 제도를 병

행하여, 자국에 속하는 납세의무자에 해서는 全世界所得을 과세하고 자국에 

속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 해서는 속지주의 기 으로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

한다. 다른 한편, 실세계에서는 이 규범체계는 별 의미가 없고 속지주의가 오

히려 지배  지 를 차지한다. 국제  경제활동은 거의 언제나 법인이라는 형식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소득을 벌면서 그 형식으로 외국법인이라는 

틀을 택하기만 하면 국외원천소득을 투자자 본국의 속인주의 과세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의 과녁은 와 같은 규범체계가 행법제에 자리잡게 된 논리  

역사  이유를 찾는 것이다. 

  속인주의에 터잡은 세계소득 과세라는 규범을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축소할 선택권을 납세의무자에게 주고 있다는 실

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이 은 이 물음에 한 답으로 속인주의와 속지

주의의 립은 궁극 으로는 인민주의  公平 개념과 자본소유자들의 集團利益 

사이의 립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假說 내지 試論을 제시한다. 이 이 보여주

듯 공평을 잣 로 삼는다면 속인주의가 속지주의를 제압해야 마땅하다. 효율의 

에서도 세계소득 과세가 우 에 있다. 특히 Desai와 Hines는 근래 자본소

유 립성을 내세워 속지주의를 옹호하고 있지만, 본문에 보듯 이것은 틀린 주장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을 지배하는 것은 외국법인이라는 형식을 이용한 

속지주의이라는 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은 이에 한 답에 갈음

하여 법인 내지 법인세라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논리와 세계소득 과세 사

이의 갈등을 지 하고, 그에 더하여 실의 법이란 입법과정의 정치경제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짐으로써 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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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점과 논지

涉外문제에 해 법의 용범 를 정하는 방식으로는 屬地主義와 屬人主義를 

생각할 수 있다. 稅法도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걸친 국제

 경제활동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그런 활동에서 버는 소득에 해 세 을 어

떻게 걷을 것인가를 정하는 기 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세

법의 역에서 속인주의란 사람을 기 으로 납세의무자의 內外를 구분하여 자국

에 속하는 자의 소득은 세계 어디에서 벌었든 모두 자국이 과세하자는 생각이다. 
속지주의란 과세객체를 기 으로 소득의 내외를 구분하여 자국에서 버는 소득이

라면 자국이 과세하자는 생각이다. 오늘날 부분의 국가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

주의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여, 자국에 속하는 납세의무자에 해서는 全世界所

得을 과세하고 자국에 속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 해서는 속지주의 기 으로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한다. 다른 한편, 실세계에서는 이 규범체계는 별 의미

가 없고 속지주의가 오히려 지배  지 를 차지한다. 국제  경제활동은 거의 언

제나 법인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소득을 벌면서 그 형식

으로 외국법인이라는 틀을 택하기만 하면 국외원천소득을 투자자 본국의 속인주

의 과세권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 과녁은 와 같은 규범체계가 행법제에 자리잡게 된 논리 ⋅역사

 이유를 찾는 것이다. 속인주의에 터잡은 세계소득 과세라는 규범을 선언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축소할 선택권을 납세의무자

에게 주고 있다는 실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이 은 이 물음에 한 

답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립은 궁극 으로는 인민주의  公平 개념과 자

본소유자들의 集團利益 사이의 립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假說 내지 試論을 제

시한다. 이 주장이 가설이나 시론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 각국

의 근 법제사에 한 공부가 미진한 상황에서 그냥 이 을 내어놓게 되었기 때

문이다.1) 나아가 이 가설은 어쩌면 애  입증이 불가능한, 원히 가설로 남을 

수밖에 없는 주장일 것이다. 특정 세력이 자신의 이해 계에 따라서 법을 입법하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란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기껏 할 수 있는 

분석의 최 한은 특정한 법의 내용이 특정 세력의 이해 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밝 낼 수 있을 따름이다. 

1) 나 혼자 힘으로는 앞으로 평생을 공부하더라도 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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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우선 제Ⅱ 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라는 두 가지 

생각이 행법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정리한다. 제Ⅲ 은 행법이 생겨난 

과정을 역사 ⋅제도 으로 살펴본다. 요는 속지주의는 세수확보를 역사  사명

으로 삼은 소득원천설의 한 속성으로 제도화된 것이고, 속인주의 내지 세계소

득 과세는 그 뒤 인민주의  공평이라는 당 에 터잡아 순자산증가설 소득 개념

의 일부로 속지주의 에 덧 워졌다는 것이다. 공평을 잣 로 삼는다면 속인주

의가 속지주의를 제압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의 세제에서는 속인

주의가 차지하는 지 는 겉껍질 정도일 뿐이고, 실을 지배하는 것은 외국법인

이라는 형식을 이용한 속지주의이다. 왜 그런가? 제Ⅳ 과 제V 은 우선 효율이

라는 잣 로 이 질문을 따져본다. 답은 효율의 에서도 세계소득 과세가 우

에 있다는 것이다. 그 다면 도 체 무엇이 실을 설명하는가? 제ⅤI 은 이

에 한 답에 갈음하여 법인 내지 법인세라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논리와 

세계소득 과세 사이의 갈등을 지 하고, 그에 더하여 실의 법이란 입법과정의 

정치경제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짐으로써 을 마

무리한다.   

Ⅱ. 현행법상의 과세관할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어떤 사람이 여러 나라에 걸친 경제활동에서 소득을 벌고 있을 때 특정한 국

가는 그런 소득 가운데 어디까지를 과세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부분의 국가는 이 문제에 해 비슷한 답을 내어놓고 있다. 納稅義務者를 內外

로 구분하고  所得을 내외로 구분하여, 자국에 속하는 자에 해서는 屬人主義 

방식으로 세계소득을 과세하지만 자국에 속하지 않는 자에 해서는 屬地主義 

방식으로 국내원천소득만을 과세한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이 정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 )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하여 과세한다. (단서2) 생략)

2)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
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
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비영주자의 과세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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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하여만 과세한다.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 )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하여 이를 부

과한다. (단서 생략)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3호. (생략)  

②③ (생략)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

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이라는 소득의 내외구분은 매우 큰 주제로 이 

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의 범 는 납세의무자의 내외구분, 곧 제한  납세

의무자와 무제한 납세의무자라는 구분이다. 소득의 구분에 해서는 그 , 제한

 납세의무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을 제하는 것으로 이 

에서는 충분하다. 
우리 법에서 납세의무자의 내외구분, 곧 속인주의 할권의 범 는, 自然人이

라면 그의 거주지가 우리나라 안인가 밖인가라는 기 을 따른다. 거주자란 “국내

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3) 한편 法人을 내국법인

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는 기 으로는, 통 으로 본  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가 국내인가 국외인가만 보다가 근래에 들어와 리장소가 국내인가 국외인가라

는 기 을 추가했다.4) 
납세의무자를 내외로 구분하는 기 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내외구분에 앞서 

우선 자연인과 법인을 구별하여 법인세제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아마도 만국공

통인 듯싶다. 여기에서 ‘법인세’라는 말은 자연인이 아닌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단체를 단 로 소득을 계산하여 거기에 세 을 물리는 제도라는 뜻이다. 이

와 다른 뜻으로 법인세라는 말을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세 이라는 뜻으로 

글의 범위 밖이다. 상세는 양인준, “외국인단기거주자 과세제도의 입법정당성과 대안
세제의 시론”, 조세학술논집 제25집 제1호(2009).

3)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4)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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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다면 엄 히 따진다면 법인세란 우리나라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법인’
이라고 한 로 읽어야 하는 이 말은 우리말이기 때문이다.5) 다른 나라의 세제에 

하여 법인세라는 말을 쓰는 이상 이 말은 자연인이 아닌 단체를 소득계산과 

납세의 단 로 삼는 세제라는 뜻으로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의미의 법인세는 아

마도 오늘날 만국공통인 듯싶다.6) 이런 세제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단체를 법

인이라 부른다면 세법이 자연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상은 만국공통이 된다는 

말이다. 
미국법에서는 자연인의 내외구분 기 으로 거주지라는 기 과 아울러 국 을 

쓰고 있다.7) 법인의 내외구분은 설립 거법에 따른다.8) 납세의무자의 내외구분 

기 에서 미국법은 오히려 외라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법은 체로 우리나라

와 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랑스이다. 랑스법은 거주자인 자연인에 해서는 

세계소득을 과세하지만 내국법인에 해서는 세계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국

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9) 

Ⅲ. 현행법제의 역사적․이념적 기초 

납세의무자의 내외를 가르고 소득의 내외를 갈라 일정한 사람은 무제한  납

세의무자로 삼아 세계소득을 과세하고 다른 사람은 제한  납세의무자로 삼아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는 법제가 거의 만국공통의 규범에 이르게 된 것은 어

떤 연유인가?  

1. 소득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속지주의․속인주의

속인주의란 특정한 납세의무자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라는 인 할을 정한 

5) 상세는 이창희, 세법강의 (2008), 제18장 제2절 I.
6) 역사적으로는 회사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회사를 통해 버는 소득을 각 사원에게 

바로 과세하는 제도도 있었다. 가령 미국의 1864년 소득세법. Act of June 30, 1864, 
ch. 173, 13 Stat. 223.

7) 미국세법 제1조, 제872조(a), 제7701조(b). 미국재무부 규칙 1.1-1(b). Cook v. Tait, 267 
US 47 (1926), 특히 56쪽.

8) 미국세법 제11조, 제882조, 제7701조(a)(4)와 (5).
9) BNA Tax Management Portfolio Foreign Income Series 961-3rd: Business Operations 

in France (looseleaf), VI.C.에서 간접인용. 이 자료는 Westlaw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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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소득을 어디에서 어떻게 벌었는가에 계없이 그 나라가 납세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자는 생각이다. 자국에 속하는 사람에 해서는 소득을 어디에서 

벌었든 이를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삼아 국가가 면  무제한  과세권을 행사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근  소득세제의 기본이념, 곧 어디에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던 형편이 같은 사람은 같은 세 을, 형편이 나은 사람은 더 많은 

세 을 내어야 마땅하다는 생각10)으로 돌아간다. 세계 어디에서 돈을 벌었든지 

간에 돈을 번 이상 이를 모두 그 사람의 所得에 넣어 과세해야 公平하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11) 이런 의미의 인민주의  공평이 소득세제의 기 가 된 것은 

1894년의 미국 소득세법으로 돌아가지만 이 법은 헌 결을 받아서 좌 되었다. 
그 뒤 헌법개정이라는 곡 을 거쳐 1913년의 미국 소득세법은 인민주의  공평

에 터잡아 소득이라는 개념을 부의 증가, 순자산의 증가로 정의하 고, 그 속성

으로 속인주의에 터잡은 세계소득 과세제도가 생겨난다.12) 같은 법은 바로 첫 

조문에서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모든 미국시민에 하여  미국시민이 아

니더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하여, 어떤 원천에서 생겼거나 벌었든 

간에 년도 동안의 순소득 체에 해마다 세 을 매기고 부과하고 징수하고 납

부받는다”라고 정하고 있다.13)    
법률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이라면 인 할 내지 속인주의가 존재한다는 것

을 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그 게 당연하지는 않다. 거시

 에서 본다면 세 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가이므로, 아무런 혜

택도 주지 않는 나라가 세 만 걷겠다는 생각을 당연한 규범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국가가 세계  경제활동을 악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없다면 

속인주의 과세권은 실세계에서는 구호로 남을 뿐이다. 속인주의에 한 안은 

속지주의, 곧 특정한 납세의무자가 자국 안에서 번 소득만 과세하자는 생각이다. 

제 로 된 국가라면 어떤 국가든 군가 납세의무자가 자국 안에서 번 소득을 

악하여 과세할 수 있는 행정능력과 물리  실력을 갖추고 있기 마련이다. 엄

10) 근대소득세제의 역사는 이창희, 세법강의, 제7장. 
11) 다른 나라가 매긴 세금에 관련한 이중과세 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본다. 
12) 그에 앞서 일본은 1899년에 법인세법을 처음 만들면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

고 내국법인에게는 전세계소득을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법인세법 자체에 별 중요
성이 없었던 만큼 아마도 개념적⋅선언적 성격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Yoshihiro 
Masui, International Taxation in Japan: A Historical Overview, 21 Tax Notes Interna-
tional, 2813 (2000) 참조.  

13) 38 Stats. 114 (1913), at 164, A. Subdivis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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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에서는 이런 속지주의에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는 내국법인이나 외국

법인으로 납세의무자의 내외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소득의 내외만 구분하면 된

다. 구든지 국내원천소득에는 세 을 내어야 하고  국내원천소득에만 세 을 

내기 때문이다. 

실제 역사에서 소득세제는 공평이라는 추상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稅收의 조달이라는 실  필요에서 시작했다. 논의를 국제조세로 좁히면, 속인

주의가 아니라 屬地主義에서 시작했다는 말이다. 소득세제는 랑스 명 당시의 

국에서, 불 쟁에 드는 비를 마련하기 한 한시  비상재정의 조달수단

으로 태어났다.14) 비조달을 한 限時稅라는 성격 탓에 이 소득세제의 역사  

임무는 조세 항을 최소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이리하여 Pitt 내각 

당시의 시행착오를 거쳐 1803년 이후의 Addington 소득세제는 所得源泉說 내지 

제한  소득개념에 터 잡게 되었다. 각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세

수를 걷자면,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  반복 으로 생기는 소득만을 과세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15) 이런 세제에서는 소득을 버는 사람이 자국에 속하는 사람인

가 는 다른 나라에 속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물을 필요가 없다.16) 애  소

득을 버는 사람을 기 으로 세 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원천에서부터 

악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의 흐름에 세 을 매기는 까닭이다. 국가가 그 흐름을 

악할 수 있는 소득이란 당연히 자국 안에 있는 소득이게 마련이고 이리하여 

소득원천설에 터 잡은 소득세제는 자연스럽게 속지주의 내지 지역을 기 으로 

한 과세권 분배로 이어진다.17) 곧 소득을 버는 사람이 구인가는 묻지 않고, 소

득의 원천이 어디인가만을 따져서 자국 안에서 버는 소득은 모두 과세하자는 것

이다. 해외에서 버는 소득은 국가가 이를 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이상 과세

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屬人主義, 곧 자국에 속하는 사람은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는 생각은 인민주

의  공평 개념의 산물이다. 속인주의는 개념의 차원에서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

가 원천을 묻지 않는 부의 증가, 純資産의 增加로 바 는 것을 필요로 하고, 다

14) 상세는 이창희, 세법강의, 제7장 제1절. 
15) 같은 절.
16) 프랑스의 법인세제는 지금도 그렇다.
17) 1920년 무렵까지 프랑스의 상황이 그랬다. Double Taxation and Tax Evasion, Report 

and Resolutions submitted by the Technical Experts to the Financial Committee of the 
League of Nations (1925), 13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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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으로 법집행의 차원에서 행정능력이 강화되어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해외 

소득도 실제로 과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것을 요구한다. 미국의 1913년 

소득세법에 자리잡은 순자산증가설 내지 포  소득 개념은 그 뒤 미국을 넘어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 고, 소득원천설 내지 제한  소득개념은 순자산

증가설 내지 포  소득개념의 면  침투를 받게 된다. 어떤 이유로 공돈 1천

만원이 생겼다면 그만큼 형편이 나아졌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이득에 

해 그것은 계속 ⋅반복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세 을 물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 때문에 소득원천설은 허물어지고 각국

의 소득세제는 순자산증가설의 향을 받아 과세소득의 개념을 면 으로 확

하기 시작한다. 다만 이 확 는 미국식의 순자산증가설 내지 포  소득개념을 

면 으로 도입하는 꼴이 아니라 소득원천설 내지 제한  소득개념을 유지하되 

과세 상인 소득의 범 를 크게 넓  실질 으로 순자산증가설에 다가가는 꼴로 

이루어진 것이 보통이다. 공평을 소득개념을 정하는 유일한 잣 로 삼아 순자산

증가설 내지 포  소득개념을 면입법한다면 자유의 역이 말살되고 국가에

서 자유로운 사생활의 역이라는 것이 살아남을 여지가 없는 헌법 내지 정치철

학  문제가 생기는 까닭이다.18) 

英國의 소득세제는 이 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이다.19) 논의를 섭외문제로 

좁 서 세계소득 과세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가만 생각해보자. 논의

의 시발 은 애  Pitt의 세제에 “money arising from foreign securities”를 과세한

다는 말이 있었다는 이다. 뒤이은 Addington 세제에는 같은 귀(다만 money

라는 말은 interest로 바 었다)에 더하여 income from foreign possessions를 과세

한다는 말을 두었다.20) 이것은 무슨 뜻인가?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했다는 말인가? 

우선 생각할 은 이 말은 이백수십년 의 법 에 나온 말이고, 낱말의 뜻이 지

과 아주 다르다는 이다. 그 당시의 뜻으로 자는 담보부 채권자가 받는 이

자라는 뜻이고21) 후자는 해외 plantation에서 받는 소득이라는 뜻이었다.22) 이백

18) 이창희, 세법강의 제9장.
19) 이하 두 문단은 양인준, 앞의 글에 거의 같은 내용이 있다. 양인준의 글에서도 밝히고 

있듯 애초 내 미간행 강의노트에 있던 내용이다. 어차피 영국법제사의 일차사료를 나 
스스로 뒤져서 알아낸 것이 아니고 간접자료로 Avery Jones, Taxing Foreign Income 
from Pitt to the Tax Law Rewrite, 19쪽 이하를 간추린 내용이므로, 한글 표현만 내 
것일 뿐이다. 

20) 43 Geo Ⅲ ch. 122, Case Ⅳ.
21) 1842년 까지는 회사라는 제도가 불법이었고 영국 아닌 다른 외국법인이라는 것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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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걸친 례의 변화를 통해 지 에 와서는 후자는 자의 이자소득 이외의 

모든 국외원천소득이라는 뜻으로 확 되었지만,23) Addington 당시로 돌아가면 오

늘날의 용어로 국외원천소득 가운데 과세 상이었던 것은 담보부 채권자가 받는 

이자와 해외 plantation에서 받는 소득 두 가지 뿐이라는 말이다. 국가가 국외의 

원천을 리할 수 없는 마당에 이 두 가지 소득은 어떻게 과세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런 소득을 과세한다는 말은, 이런 소득이 융기 을 통하여24) 국내에 

송 되었을 때 과세한다는 말이었다.25) 이를 일컬어 remittance basis라 부른다. 

돈이 국내로 송 된 이상은 국가는 이런 소득의 흐름을 악할 수 있게 마련이

므로, 국외에서 번 소득이더라도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뒤 국법에서는 법률 자체의 귀에는 별 변화가 없었지만 례를 통해 

한편으로는 remittance basis의 범 를  좁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foreign 

possession이라는 말에서 foreign이라는 말의 범 를  좁 서 국내원천소득의 

범 를 넓히고  possession의 범 는  넓 서 국외원천소득이라면 과세가

능한 소득의 범 를  넓 가게 된다. 종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비과

세되었던 소득이  과세 상으로 편입되어 들어온다는 말이다. 제정법에도 변

화가 있어서 1914년부터는 자산소득을 바로바로(“arising basis”) 과세하기 시작했

다.26) 1940년부터는 remittance basis의 용 상이 상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축

소되었다. 1965년부터는 회사의 국외원천소득은 모두 바로바로 과세하기 시작했

다.27) 1974년부터는 개인의 국외원천소득도 바로바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은 아직도 remittance basis 기 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 역사에서 분명하듯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배타  안이 아니다. 미국의 1913년 소득세법은 속인주의 할권에 속하는 자

국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문의 securities는 증권이라는 뜻일 수는 없다. 
Avery Jones, Taxing Foreign Income from Pitt to the Tax Law Rewrite, 19쪽 이하.

22) 같은 글 24쪽 이하. 오늘날 미국법에서는 푸에르토리코 따위 屬領 내지 식민지를 po-
ssession이라 부른다.

23) 대표적 판결로 Colquhoun v. Brooks, 2 TC 490 (1889), 특히 502쪽. 
24) 물론 금융기관이라는 말 역시 오늘날의 은행은 아니고 그 전신이라 할 factor를 뜻한다. 
25) 상세는 William Philips, The Origin of Income Tax [1967] BTR 103; The Real 

Objection to the Income Tax of 1799 [1967] BTR 177; A New Light on Addington’s 
Income Tax [1967] BTR 271.

26) Finance Act 1914 s.5. 
27) FA 1965 s.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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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소득을 과세함과 아울러 속지주의로 “미국 밖에 사는 사람이 미국 안

에 있는 재산이나 미국 안에서 벌이는 사업, 상업 는 직업에서 버는 순소득은 

그 체에 해”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세 을 해마다 매기고 부과하

고 징수하고 납부받는다”고 정하 다.28) 세수의 확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납세

의무자가 구이든 국내에서 버는 소득은 모두 과세하게 마련이고,  인 할

권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세 을 매길 수 있는 이상 자국에 속하는 자에 

해서는 세계소득을 과세하게 마련이다. 뒤집어 말하면 속인주의 과세권을 택한 

나라라 하더라도 자국에 속하지 않는 납세의무자가 국내에서 버는 소득에 한 

속지주의 과세권을 구태여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리하여 속인주의를 쓰는 나라

는 속지주의를 병행하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소득 두 가지 모두에 

하여 내외구분이 필요하다. 자국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세계

소득에 한 무제한 납세의무자를 지우고, 자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속지

주의에 따라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는 제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이상을 요약한다면, 속지주의 과세권이란 과세소득의 범 를 국가가 악하고 

리할 수 있는 원천이 있는가에 따라 정하던 소득원천설 시 의 산물이다. 그 

뒤 인민주의  공평의 이념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 가 순자산의 증가로 다시 정

의되게 됨에 따라 속인주의 과세권이 추가로 생겨났다. 행법제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倂用하게 된 역사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편 이 분석에 어 나 보이는 사례가 있으니 이것이 라틴 아메리카이다.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속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속지주의를 유

일한 기 으로 그 로 유지했다.29) 좁게 보자면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는 아마

도 세계소득 과세가 실 으로 불가능하다고 단했던 것이리라. 그러나 한결 

깊이 들여다본다면, 속지주의의 잔존은 아마도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순자산증가설 내지 포  소득개념이 자리잡지 못하고 소득원천설 내

지 제한  소득개념이 20세기 말까지도 그 로 유지된 까닭일 것이다. 소득세제

의 역사란 인민주의, 좋게 말해서 민주주의의 역사이다.30) 부자가 세 을 더 내

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 체의 지배  이념과 지배  제도로 된다는 것은, 어떤 

사회를 가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사회구성원 다수의 의사로 정해진다는 것을 

28) 38 Stats. 114 (1913), at 164, A. Subdivision 1.
29) Richard Goode, Government Fi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1984), 123쪽.
30) 상세는 이창희, 세법강의 제7장.



稅法上 屬人主義와 屬地主義의 립 / 李昌熙   235

제로 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포  소득개념이 뿌리박지 못한 것은 결국 민주

주의가 제 로 뿌리박지 못했다는 한결 큰 주제의 부분집합이 아닐까?  

2. 납세의무자의 내외구분 기준

국가의 행정능력이 강화되고  공평의 이념이 소득세제의 기 로 자리잡음에 

따라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의 내외를 가르고, 사람도 자국에 속하는 소

득과 그 지 않은 사람으로 내외를 가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국에 

속한다는 말은 도 체 무슨 말일까? 법률가라면 으  속인주의 할권이라는 말

에서 國籍이라는 개념을 기계 으로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미

국법은 속인주의 할권의 범 를 국 과 거주지라는 두 가지 기 으로 정하

고, 그 뒤 다른 나라에서는 부분 居住地를 유일한 기 으로 쓰고 있다. 왜 국

이 아니라 거주지인가? 이 문제에 한 답은 다시 소득세제의 본질이 무엇인

가로 돌아간다. 크게 보자면 구에게 세 을 얼마나 물릴까라는 문제는 국가의 

살림살이에 들어가는 돈을 가 어떤 식으로 分擔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그

게 본다면 국 이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아  해외에서 살고 있기에 우리나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혜택을 리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정부의 운

비용을 물리는 것이 공평한가에 의문이 들게 된다. 다른 한편 외국인이더라도 우

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우리 국민과 같이 리고 있

다면 세 도 같이 물려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거주지를 기 으로 인

할의 범 를 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각을 바꾸어 세계사회의 

에서 보더라도 거주지 기 이 일응 맞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 한 나라만이 

세계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계소득을 가장 잘 악할 수 있

는 입장에 있는 나라가 세계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효율 이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뉴욕에 사는 사람이  세계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가를 가장 잘 악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다. 

다른 한편 개별 국가의 에서는 반드시 거주지 기 만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美國의 에서 보듯 국 이라는 기 을 병용할 수도 있다. 해외에 사는 사

람이더라도 미국의 시민이라는 지 에서 혜택을 린다는 생각, 는 세 을 매

기더라도 미국의 시민이라는 지 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미국은 

시민권을 속인주의 할권의 기 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설명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 국이라는 오늘의 실에 비추어서 하는 설명이다.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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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랐던 1913년 당시로 돌아가서 미국이 국 기 을 택했던 배경은 애  세

계소득 과세라는 제도를 처음 시작한 것이 미국이었다는 역사  이유에서 찾아

야 할 것이다. 1913년의 미국 소득세법은 말하자면 일종의 세계  진공 속에

서 태어난 셈이고, 그 상황에서는 거주지와 국 이라는 이  기 을 쓰더라도 국

제  마찰이 생길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 뒤 20세기 반에 들면서 다

른 나라도 차차 세계소득 과세제도를 들여오기는 했지만, 이 무렵까지는 미국

은 이미 어도 자본주의권에서는 세계 유일의 강 국이라는 지 를 얻게 되

었으므로 국 이라는 기 을 구태여 내놓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여태까지는 자연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거주자⋅내국법인에 해서는 

세계소득을 과세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다는 

규범이 어떤 과정을 밟아 생겨났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실 세계에서는 자

연인 개인이 여러 나라에 걸쳐 소득을 버는 것은 그 게 흔한 일도 아니고 세계

경제 체로 놓고 볼 때 요하지도 않다. 국제 교역과 투자는 거의 法人이라는 

기업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법인을 통하여 버는 국제  소득은 어떻

게 과세할 것인가? 내외구분의 기 으로서 거주지개념을 법인에 용하여, 법인

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묻는다면 이는 실로 황당한 질문이 되고 만다. 擬制

의 擬制를 따지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이란 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

물며 어떤 장소에서 살 수는 없는 까닭이다. 법인의 소득이란 주주의 집합  소

득일 뿐이다.31) 삶의 기 로서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따지자면 각 주주에 

해서 따질 수밖에 없다. 법인의 거주지를 따져서 속인주의 할권의 범 를 정하

자는 생각은 법인세제 그 자체, 곧 법인을 과세단 로 삼자는 생각과 모순에 이

를 수밖에 없다. 

그 게 본다면, 법인을 별개의 과세단 로 삼아 법인세제를 따로 가지고 있는 

이상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라 부르든 거주자인 법인과 비거주자인 법인이라 부

르든 법인의 내외구분은 어차피 실제 삶에서 멀리 떨어져 추상화된 자의  기

일 수밖에 없다.32) 우리 법의 구별기 은 본 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인

가이다. 미국법의 구별기 은 설립 거법이 국내법인가 외국법인가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리장소가 국내인가 국외인가를 묻기도 한다. 

31) 이창희, 세법강의 제14장 제1절.
32) 이 문제를 다룬 고전적인 영국판결로 De Beers Consolidated Mines Limited v. Howe 

(Surveyor of Taxes) (1905-06) 5 TC 198 (KB Div, CA,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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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세관할권과 효율

본  소재지든 설립 거법이든 아니면 리장소이든 어떤 기 을 쓰더라도 법

인의 내외구분 기 이라는 것이 본디 주주집합의 일부로서 각 주주의 내외를 구

분하는 기 과 거리가 먼 추상  기 이 될 수밖에 없는 이상 특정한 사업을 벌

이는 형식으로 내국법인을 세울 것인가 외국법인을 세울 것인가는 납세의무자가 

제 마음 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해외투자를 하면서 내국법인이 직  하는 형식

을 띨 것인가, 해외자회사라는 형식을 통할 것인가는 납세의무자의 마음이다. 개

인인 납세의무자가 속인주의 할권의 범 를 벗어나려면 자기가 사는 곳이라는 

삶의 기 를 바꾸어야 하는 것과는 딴 이다. 이것은 외국법인이라 하여 반드시 

속인주의 할권의 범 에서 제외해야 할 논리  필연이 없음을 뜻한다.33) 따라

서 이 문제는 效率 내지 입법정책의 역으로 넘어간다. 해외자회사라는 형식이 

던지는 법률  문제 은 나 에 다시 보기로 하고, 우선은 논의를 경제  분석으

로 좁 서 해외자회사든 해외지 이든 이를 모두 속인주의 할권에 포함시켜 

그 소득을 세계소득의 일부로 과세하는 방식과 해외지 이든 해외자회사이든 

국외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번 소득만 과세하는 방식 사이의 우열을 

경제  효율의 에서 살펴보자. 기실 ‘경제  효율’이라는 말도 구의 입장

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하 두 가지 으로 각각 따져보자. 첫째, 국가

의 策略으로 어느 쪽이 더 나은가? 둘째, 세계경제의 에서 어느 쪽이 더 나

은가?  

1. 자본수출국의 국익

먼  자본을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의 개별  國益이라는 에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둘  어느 것이 나은 책략인가 살펴보자.

1) 자본수입국에 세 이 없을 때

우선 자본수출국의 세율이 자본수입국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 

나라(‘수출국’이라 하자)에 속하는 자본소유자가 자본을 고율국 국내에 투자한다

면 수출국이 소득의 50%로 세 을 물리지만, 자본소유자가 자본을 다른 나라

33)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1998)도 피지배외국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자고 제
안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 97문단, 또 162-163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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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이라 하자)에 투자한다면 수출국에서는 상 으로 낮은 세율로 세 을 

물린다고 하자. 우선 보기의 숫자를 쉽게 암산할 수 있도록 수입국의 세율은 0%
라고 하자. 

논 은 속지주의 내지 원천지국 과세와 속인주의 내지 세계소득 과세, 이 두 

가지  어느 쪽을 수출국이 택하여야 하는가이다. 우선 자를 국책으로 택한다

고 하자. 수출국의 국내투자에 해서는 50%라는 세율로 세 을 물리고 수입국

에 한 투자에는 세 을 물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투자자로서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사이의 자본할당을 두 가지의 稅後수익률이 같아지는 에

서 결정하게 마련이다. 어떤 이유로 세후수익률에 차이가 있다면 투자자는 수익

률이 높은 쪽으로 자본을 옮길 것이고, 이런 자본이동은 세후수익률이 서로 같아

질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수출국내 투자나 수입국에 한 투자나 모

두 세후수익률이 5%인 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자. 이 에서 稅前수익률

을 보면 수출국 국내투자는 10%인데 비해 수입국에 한 투자는 5%일 수밖에 

없다. 수출국 국내투자에서 생기는 총수익은 10%이지만 그 가운데 5%는 수출국 

정부의 세수가 되고 5%는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수입국 국내투자의 총수익은 

5%이고, 이는 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이제 수출국이 세계소득을 과세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가령  에

서 수입국에 투자한 자본에 해서도 세 수익의 50%를 세 으로 내어야 한다

면 수출국 국내투자의 세후수익률은 5%, 수입국 투자의 세후수익률은 2.5%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하여 해외투자가 고 국내투자가 

늘게 된다. 이런 자본이동은 세후수익률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가령 세후수

익률이 4%로 서로 같아지는 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자. 이 에서 세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수출국 투자든 수입국 투자든 세 수익률은 모두 8%로 

같아진다.
수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라는 두 가지 책략  어느 것을 택하게 될까? 

정부가 어떤 법제를 택하는가는 물론, 실제 입법권을 장악한 특정한 계 , 집단 

는 개인의 이해 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정치경제학  

논의는 피하고 그냥 손쉽게 수출국 정부는 국가 체로 본 국익이 더 큰 책략을 

택한다고 가정하자.  한 가지 가정으로 무엇이 국익인가라는 단에서, 같은 

국가에 속하는 이상 투자자의 손에 들어가는 돈이나 정부세수로 들어가는 돈이

나 국익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같다고 생각하자.34) 이 제 하에서, 수출국으로서

는 어느 책략이 상책인가? 당연히 세계소득 과세이다. 만일 수출국이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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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택하여 수입국 투자에서 생기는 소득을 비과세한다면 앞의 에서 본 숫자로

는 수입국 투자의 총수익률은 5%이고 수출국 투자의 총수익률은 10%이다. 이것

은 수출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최 이 아니다. 자본 1단 를 수입국에

서 수출국으로 옮기면 잃는 것은 5%이고 얻는 것은 10%이기 때문이다. 세수로 

정부부문으로 넘어가든 는 투자자라는 사경제 부문에 그냥 남든 총수익률 

체가 수출국에 속한다는 은 마찬가지이고, 그 게 본다면 자본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옮기는 것이 수출국의 국익이 된다. 물론 이 계산이 원히 가지는 

않는다. 자본이 이동함에 따라 수입국에서는 자본이  귀해져 투자수익률이 

올라갈 것이고 수출국에서는 자본이  흔해져 투자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수출국의 입장에서 본 최 은 어느 쪽에서든 총수익률이 같은 , 앞의 

보기에서는 8%가 되는 이다. 이 은 바로 수출국이 세계소득을 과세할 때 

생기는 균형 과 같다. 수출국으로서는 세계소득을 과세하여 수출국 국내에 투

자하든 수입국에 투자하든 같이 립 으로 과세하는 편이 상책이라는 말이다.
국내나 해외 어느 쪽에 투자하더라도 세부담이 같아서 투자의 왜곡이 없어지

고, 자본의 국내외 분배는 세 수익이 같은 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어 最適상태

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세제의 資本輸出中立性이라고 부른다.35) 속인주의 내지 

세계소득 과세를 통해서 투자처가 투자자 본국의 국내이든 해외이든 모두 같은 

세 을 내게 해야 세 수익이 가장 높은 곳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2) 자본수출국의 세율이 자본수입국보다 높을 때

앞 의 분석을 조  일반화해서 한결 실 인 가정으로 자본수입국이 세

을 매기기는 하지만 세율이 자본수출국보다 낮다고 생각해보자. 세계소득 과세

가 자본수출국의 국책이 될 것이라는 결론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 가령 자본수

입국의 세율이 20%이고 자본수출국의 국내투자에 한 세율이 50%라면 자본수

출국은 30%의 세 을 추가로 물림으로써 자본수출 립성을 유지하는 편이 제 

이익이 된다. 제도로 표 하자면 세계소득을 50%로 과세하면서 외국납부세액 

34) 이 가정도 반드시 옳지는 않다. 정부와 민간부문 가운데 어느 쪽이 자원을 한결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35) 자본수출중립성, 자본수입중립성, 국가적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들여온 글로 Peggy B. 
Musgrave, United States Tax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come (International Tax 
Program, Harvard Law School, 1969). Richard Musgrave와 결혼하기 전인 1963년에 
Peggy Richman이라는 이름으로 낸 글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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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를 공제해주는 것이 국외원천소득을 무시하는 속지주의 과세보다 낫다는 말

이다. 
나아가 자본수출국이라는 개별국가의 국익이라는 에서는, 外國納付稅額 控

除 는 자본수출 립성조차도 지나친 자본수출을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 자본수

입국이 매긴 세 을 공제해 다는 것은, 국제투자에서 생긴 세 수익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을 자본수입국이 차지하고 나머지를 자본수출국(투자가와 정부)이 차지

한다는 말이다. 한편 자본수출국에 속하는 자본을 국내투자하는 경우에는 세 수

익 체를 자본수출국(투자가와 정부)이 차지한다. 자본수출국 개별국가의 국익이

라는 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본수출이 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수출국

의 국익이 최 가 되는 은 어디인가? 자본수출에서 생기는 국가  이익(=세후

수익)과 국내투자에서 생기는 국가  이익(=세 수익)이 같아지는 이다. 자본소

유자로 하여  이 에서 투자를 배분하게 하려면 외국납부세액을 損金算入하면 

된다. 그 게 한다면 투자가는 해외투자에서 생기는 세후수익(자본수입국의 세

을 공제한 후의 수익)과 국내투자의 세 수익을 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수출국의 국익의 에서 투자자가 국익을 최 화하는 

에서 의사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을 일컬어 國家的 中立性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하나 해외에 투자하나 자본수출국의 국익은 마찬가지라는 

뜻에서 립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엄 히는 립성이라는 개념에 포섭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외국세액손 산입 제도는 국가  립성을 달성한다는 식의 표

을 리 볼 수 있다. 
자본수출국의 국익이라는 에서 볼 때 외국세액손 산입 제도가 가장 낫다

는 말은, 속지주의 과세와 속인주의 과세 사이에서 속인주의가 우월하다는 말이

다. 외국세액 손 산입 제도 역시 세계소득 과세라는 은 마찬가지이다. 외국

원천소득을 모두 과세하면서 외국세액을 손 산입해주는 것이다. 

3)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더 높을 때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자본수출국보다 높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 자본수

출 립성을 이루자면 자본수출국은 세율 차이만큼 국제투자에 한 보조 을 지

해야 한다. 제도로 표 하자면 국내의 세율을 넘는 외국납부세액도 모두 공제

해주는 제도라야 자본수출 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령 앞의 보기로 돌아가 수

출국의 세율은 20%이지만 수입국의 세율은 50%라 하자. 자본수출국이 속지주의

를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의 순수익률이 가령 4%인 에서 시장균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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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다면, 수입국에 투자되어 있는 수출국 자본은 8%라는 총수익을 벌어서 

그 가운데 4%를 수입국에 세 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출국내에 투자되

어 있는 수출국 자본은 5%라는 총수익을 벌어서 1%를 수출국에 세 으로 내고 

있다. 총수익을 기 으로 보면 자본 한 단 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옮기면 분

명 3%가 늘어난다. 가령 자본수출국이 자본수입국에 납부한 세  가운데 국내세

율을 넘는 부분을 모두 환 해주어서(세율 차이만큼의 보조 ) 어디에 투자하든 

세부담이 20%가 되게 맞춘다면 투자자는 수입국에 한 투자를 늘려서 총수익

률이 같아지는 까지 자본을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수출국이 이런 세제를 택할 이유가 없다. 자본수출국 국내에 투자

되어 있던 자본 한 단 가 자본수입국으로 옮겨간다면 자본수출국은 국내에 투

자되어 있던 자본 한 단 에서 얻던 소득 5%를 잃게 되고, 자본수입국에 새로 

투자된 자본 한 단 에서 생기는 8% 가운데에서는 4%만을 얻을 뿐이다. 안 그

래도 1%라는 손해를 입는 마당에 보조  3%를  이유가 없다. 나아가 혹시라

도 어떤 나라가 그런 제도를 들여온다면 자본수입국은 그  외국인투자자에 

한 자국의 세율을 올리기만 함으로써 공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게 할 자본

수출국은 있을 리 없고,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자본수출국보다 높다면 과액은 

모두 자본소유자의 부담으로 돌리게 마련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라는 제도는 그 

필연  속성으로 자본수출국의 국내세율이라는 공제한도를 수반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더 높은 경우에도 외국세액 손 산입 제도라야 자

본수출국의 국익을 극 화할 수 있다는 은 마찬가지이다. 앞의 에서 이미 

1%라는 손해를 보고 있는 에 주목한다면 자본수출국으로서는 자본수입국 투자

의 세후수익률(자본수입국의 세 을 뺀 수익률, 곧 앞의 에서는 4%)가 국내투

자의 총수익률(앞의 에서는 5%)과 같아지는 시 까지 자본수출을 일 필요가 

있다. 
결국 자본수입국의 세 이 자본수출국보다 더 무거운 상황에서도 세계소득 

과세가 자본수출국의 국익에 맞는다. 국익만 따진다면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하면

서 외국납부세액을 손 산입하는 것이 옳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택하는 경

우 자본수출국은 세 을 더 걷을 것이 없고, 결과 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한 세

만 걷게 되지만, 외형 으로는 세계소득 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4) 세계소득 과세의 우월성

 1)에서 3)까지의 논의를 합하면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자본수출국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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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세계소득 과세가 자본수출국의 국익에 맞는다. 

5) 경쟁 립성

앞 문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로 競爭中立性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있을 수 있다. 세계소득 과세란 자본수입국의 내자는 자본수입국의 세

만 물지만 자본수출국에서 온 자본은 그에 더하여 자본수출국에 세 을 추가로 

문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두 종류의 자본 사이에 경쟁 립성이 깨진다는 것을 

말한다. 자본수입국은 세 을 매기지 않고 자본수출국만이 50%의 세율로 세계

소득을 과세한다는 가정 하에, 자본수출국에서 온 자본과 동일한 사업에서 경쟁 

계에 있는 자본수입국의 내자가 기존의 순수익률인 8%보다 낮은 수익률을 감

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고 하자. 이 경우 경쟁 계에 있는 자본수출국에

서 온 자본은 세후수익률이 4% 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본국에 투자하는 것보

다 못하게 되어 자본수입국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고 본국으로 철수하게 된다. 
외자가 철수함에 따라 자본수입국 내자의 투자수익률은 다시 8% 선을 회복하게 

되지만, 자본의 구성은 내자가 외자를 내모는 꼴로 바 게 된다. 
순수익률이 내자는 8%인데 외자는 4%라니, 이상하지 않은가? 앞에서 보았듯 

시장은 로 순수익률이 같은 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아닌가? 아니다. 둘 사

이의 세 차이는 자본 내지 자본소유자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에 따른 人的差

別이기 때문이다. 자본수출국에 속하는 자본은 어차피 50%라는 세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를 벗어날 길은 없다. 세후수익률을 올리기 해 할 수 있는 일은 자본

수출국과 자본수입국 사이에서 유리한 쪽으로 자본을 이동하는 것뿐이다. 어떤 

이유로든 자본수출국에서 온 자본이 내자보다 높은 세 수익률을 벌 기회를 얻

는다면 내자가 즉시 같은 투자기회에 진입하게 마련이므로, 둘 사이에 세 수익

률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 다면 둘 사이에 세후수익률에 차이가 생길 수밖

에 없다. 
정확히는, 내자의 수익률은 세  세후 모두 8%이고, 외자의 수익률은 세  

8% 세후 4%라는 균형은 외자가 내자보다 경쟁에 려서 이미 자본수입국 시장

에서 내자가 상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

수출국의 투자자로서는 불합리한 본국 세제의 세부담 때문에 해외시장의 경쟁에

서 리게 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수출국이 공연히 세계소득

을 과세하여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망칠 이유가 있는가? 응당 속지주의를 택해야 

옳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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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기업이 세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경쟁에 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일

단 감정  호소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속지주의를 통한 경쟁 립성 확

보가 자본수출국의 국익이라는 주장이 꼭 옳지는 않다. 논의를 분명히 하기 하

여 가령 삼성의 해외자회사가 일본에 진출해서 업을 하지만 삼성의 자회사라

는 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는 특별한 연 이 없고 형 인 일본회사와 

같다고 하자. 이 경우 삼성의 자회사가 일본시장에서 유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그 투자에

서 생기는 소득 가운데 일본의 세 을 제외한 세후소득이 삼성에 속한다는 것뿐

이다. 가령 이 세후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부 일본시장에 재투자한다면 우리나

라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이는, 경쟁 립성이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는 자본수출국의 국익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한결 실  

상황으로 들어온다면 삼성의 자회사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업을 할 것이

고, 삼성이라는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체가 간  이

득을 본다고 말할 수 있다. 나라의 이미지야말로 나라 체의 랜드 워가 되

는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가장 요한 국익이다. 그 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요한 은, 자본수출국이 해외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해외투자 그 자체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연 효과에서 생긴다는 이다. 해외투자 그 자체는 국내투

자보다 국익을 해친다. 앞뒤를 다 잘라내고 경쟁 립성 그 자체를 내세우는 것은 

자본소유자의 개별  이익을 변할 뿐 자본수출국의 國益에는 맞지 않는다. 

2. 세계경제의 효율

앞 의 결론은 자본수출국의 국익이라는 에서 본다면 외국납부세액 손

산입이라는 세계소득 과세가 속지주의 과세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제 시각을 

넓 서 세계경제의 에서 바라보자. 어느 책략이 세계경제 체로 보아서 나

은 략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속지주의가 세계경제로 보

아 더 효율 인 제도라면, 여러 나라가 속지주의를 범세계  규범으로 택하는 합

의를 맺으면서 이 변화로 생기는 추가  소득을 서로 나 어 가지면 모두 이득

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둘  어느 쪽이 세계경제의 효율을 높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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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더 낮을 때

생각을 쉽게 하기 해 자본수입국이 세 을 매기지 않고 자본수출국은 屬地

主義를 택하여 국내투자에만 50%라는 세 을 물리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자. 
순수익률이 5%인 에서 시장이 경제가 균형에 있다면 자본수입국의 국내투자는 

총수익률이 5%이고 자본수출국의 국내투자는 총수익률이 10%가 된다. 세계경제

의 에서 보자면 이 균형은 최 이 아니다. 자본 한 단 를 자본수입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옮기면 5%를 추가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세제가 국내투자와 해외투자를 차별하고 있는 까닭에 5%라는 deadweight loss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속지주의는, 자본이 잠재 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최 한

을 생산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본수출국이 50%
의 세율로 全世界所得 課稅를 택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본수입국 투자의 순수

익률은 2.5%로 하락하고, 따라서 투자자는 자본을 자본수출국으로 옮기기 시작

할 것이다. 이 이동은 어느 나라에 투자하던 순수익률이 서로 같아지는 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변화는 자본수출국 한 나라에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

계경제로서도 이득인 변화이다. 종래 자본수입국에서 5%를 생산하고 있던 자본 

한 단 가 자본수출국으로 옮겨가면 10%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로 보더

라도, 資本輸出中立性이 이루어진 결과 deadweight loss가 어드는 것이다. 순수

익률이 서로 같아지는 , 가령 총수익률이 8%이고 순수익률이 4%인 까지 계

속되는 이런 자본이동은 모두 세계경제의 에서 효율을 높인다.  
그 다면 속지주의보다는 세계소득 과세가 세계경제의 효율이라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더 낫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이 

있다. 앞 문단에서 말하는 자본수출 립성을 통한 최 상태는 投資의 分配 쪽에

서 본 최 상태일 뿐이다. 앞의 는 자본은 모두 자본수출국 투자자의 소유라고 

제하고 있다. 이제 자본수입국에도 자본소유자가 있다고 하자. 자본수출국에서 

온 자본의 수익률이 총수익률 기 으로 8%라는 말은 자본수입국의 내자가 받는 

총수익률도 역시 8%라는 것을 뜻한다. 왜 그런가? 어떤 이유로든 자본수출국에

서 온 자본이 자본수입국의 내자보다 높은 총수익률을 얻고 있다면 자본수입국

에서 온 자본은 이를 놓치지 않고 같은 투자기회에 진출할 것이다. 역으로 자본

수입국의 내자가 자본수출국에서 온 자본보다 높은 총수익률을 얻고 있다면 자

본수출국에서 온 자본이 이를 놓치지 않고 같은 투자기회에 진출할 것이다. 따라

서 두 가지 자본 사이에 경쟁이 자유로운 이상 총수익률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

다. 한편 이것은 두 가지 자본 사이에 순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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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출국에서 온 자본은 총수익률의 반을 세 으로 내므로 순수익률이 4%가 

된다. 자본수입국의 내자는 총수익률 8% 체를 순수익으로 얻게 된다. 순수익

률의 차이는 세 이라는 인 차별에 의한 차이이므로 시장이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길이 없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자본수입국의 내자는 8%의 순수익률을 얻는 데 비해 자본수출국에 속하는 자

본은 4%라는 순수익률을 얻는다는 차이는 세계경제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뜻

한다. 두 가지 자본 사이에 인 차별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세후수익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세계 체로 볼 때 貯蓄한 돈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최 분배되

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무슨 말인가? 앞의 에서 자본수입국의 내자는 세후

수익률 8%를 얻고 있고 자본수출국에 속하는 자본은 국내투자든 해외투자든 세

후수익률 4%를 얻고 있다. 이 말은, 자본수입국에 속하는 사람들은 축의 수익

률이 8%라는 제 하에서 소비할 것인가 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자본수출국

에 속하는 사람들은 축의 수익률이 4%라는 가정 하에서 같은 의사결정을 내

린다는 것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자본수입국에 속하는 이들은 당장의 돈 100
원의 가치를 이듬해의 돈 108원과 같게 본다는 말이고 자본수출국에 속하는 이

들은 당장의 돈 100원의 가치를 이듬해의 돈 104원과 같게 본다는 말이다. 그

다면 이 상황은 최 이 아니다. 가령 자본수출국에 속하는 이들이 자본수입국에 

돈 100원을 꿔주고 이듬해 106원을 돌려받는다면 두 나라 사람 모두 한결 행복

해지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와 같은 差

益去來가 생겨서 할인율이 같아지는 에서 시장이 균형에 이르는 것 아닐까? 
그 지는 않다. 앞서 보았듯 투자순수익률의 차이는 인  차별 때문에 순수익률

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차익

거래 과정에서 자본이 자본수입국으로 흐른다는 말이나 자본수출국에 속하는 자

본이 한결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자본수입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나 같은 말일 수

밖에 없다. 같은 상을 축자와 투자자(기업)이라는 두 가지 에서 따로 생

각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자본수출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자본수

출국이 세계소득을 과세한다면, 자본수출국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사이에는 

세부담이 같고(資本輸出中立性) 따라서 순수익률이 같아지지만 자본수입국의 내

자와 자본수출국에 속하는 자본 사이에는 순수익률이 달라진다. 후자의 차이를 

資本輸入中立性이 깨어졌다고 말한다. 뒤집어 말하면 자본수입국의 입장에서 자

국에 속하는 내자와 다른 나라에서 온 외자 사이에 세부담(두 나라를 아우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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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없는 것을 자본수입 립성이라고 부른다. 가령 자본수입국이 세

을 매기지 않고, 자본수출국도 해외투자에는 세 을 매기지 않는다면 자본수입국

의 내자나 자본수출국에서 온 외자나 어느 쪽이든 세부담이 다같이 (0)이므로 

자본수입 립성이 유지된다. 자본수입 립성이 확보되면 두 나라 사이에 축이 

효율 으로 분배된다.36) 
끝으로 자본수입 립성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본 경쟁 립성이라는 개념과 매

우 깊은 계가 있다. 사실은 결과 으로 같은 개념이 된다. 경쟁 립성이란 자

본수입국의 내자와 자본수출국에서 온 외자 사이의 경쟁에 왜곡이 없으려면 둘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자본수입 립성이라는 말은 

자본수입국에 속하는 자본과 투자처가 어디든 자본수출국에 속하는 자본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를 들어 자본수입국의 내자나 자본수

출국에서 온 외자나 모두 (0)의 세부담을 지지만(경쟁 립성), 어떤 이유로든 

자본수출국의 국내투자는 총수익률 8% 순수익률 4%(세율 50%)라는 상황에 있

다고 하자. 자본수출국 투자자가 자본을 자유이동할 수 있는 한 이 상황은 균형

일 수가 없다. 자본수출국의 자본소유자는 더 높은 세후수익률을 좇아 자본수

출국 국내투자를 이고 해외투자(자본수입국에 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런 

자본이동은 자본수입국 투자의 세 수익률 겸 세후수익률과 자본수출국 국내투

자의 세후수익률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두 가지가 같아지는 에서 새

로운 균형이 생길 것이다. 결국 경쟁 립성이 있다면 자본수입국에 투자된 자본

수입국의 내자, 자본수입국에 투자된 자본수출국 자본, 자본수출국에 투자된 자

본수출국 자본, 이 세 가지가 같은 순수익률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자본

수입국의 세율이 자본수출국보다 낮은 이상, 경쟁 립성과 자본수입 립성은 논

리  동치가 된다는 말이다. 다시 정리한다면, 장소  자유이동이 보장되어 있는 

한 자본수출국에 투자된 자본수출국 자본과 자본수입국에 투자된 자본수출국 자

본은 순수익률이 같을 수밖에 없다. 경쟁 립성이란 자본수입국에 투자된 자본수

출국 자본과 자본수입국에 투자된 자본수입국 자본이 같은 시장에서 같은 조건

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총수익률과 순수익률이 서로 같아진다는 말이다. 그 다면 

경쟁 립성이 있는 이상 세 가지 자본은 모두 순수익률이 같을 수밖에 없고, 따

라서 경쟁 립성은 자본수입 립성과 같아진다. 

36) 예를 들어 OECD,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1991),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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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더 높을 때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자본수출국보다 높다면, 속지주의나 세계소득 과세나 

아무 차이가 없고 자본수입국에 투자된 자본수출국 자본이 자본수출국 국내투자

보다 높은 세부담을 진다. 자본수출국의 투자자는 자본수입국 투자와 자본수출국 

투자 사이에 순수익률이 같은 에서 자본을 분배할 것이고, 따라서 총수익률은 

자본수입국 투자 쪽이 더 높게 된다. 자본수입국의 내자와 자본수출국에서 온 외

자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계이므로 총수익률이 같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순수익률도 같다. 자본수출 립성은 깨어지지만 자본수입 립성(=경쟁 립성)은 

확보된다.  

3) 속인주의의 우월성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서로 다르다면 자본수출 립성과 자본수입

립성의 동시달성은 불가능하다. a) 자본수출국 국내에 투자한 자본수출국 자본, 
b) 자본수입국에 투자한 자본수출국 자본, c) 자본수입국 내자, 이 세 가지를 놓

고 볼 때 자본수출 립성, 곧 투자의 효율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a)와 b) 사이

에 총수익률이 같아야 한다. 자본수입 립성, 곧 축의 효율  분배는 a) b) c) 
사이에 순수익률이 같을 것을 요구한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는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가) 우선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자본수출국보다 낮고 자본수출국은 세계소득

을 과세하는 경우를 보자. 가령 자본수출국은 세율이 1/2이고 자본수입국

은 1/3이라 한다면, 자본수출국의 총수익을 2x, 세 을 x, 순소득을 x라 표

시하고, 자본수입국의 총수익을 3y, 세 을 y, 순소득을 2y라 표시할 수 

있다. b)와 c)는 자본수입국이라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므로 세

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b)의 총수익은 3y가 된다. 한편 a)
와 b)는 자본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계에 있으므로 세후수익률이 

같을 수밖에 없으므로 b)의 순수익은 x가 된다. b)에 한 세 을 x에 맞

춘다면, 3y-x=x, 3y=2x라는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총수익에서는 a)의 총

수익(2x)와 b)나 c)의 총수익(3y=2x)가 같지만, 순수익에서는 a)와 b)의 순

수익(x=1.5y)가 c)의 순수익(2y)보다 낮다.   
나)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자본수출국보다 낮고 자본수출국이 속지주의를 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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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자. 앞 문단과 마찬가지로 표시하면서 b)의 세 을 y에 맞춘다면 

3y-y=x가 되고, 2y=x이다. 순수익은 a), b), c) 모두 x=2y로 같지만 총수익

에서는 a)의 총수익(2x=4y)가 b)나 c)의 총수익(3y)보다 크다.
다)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자본수출국보다 높다면, 속지주의든 세계소득 과세

든 a)보다 b)의 세부담이 높다. a)의 총수익, 세 , 순소득을 3x, x, 2x라 

표시하고 c)의 총수익, 세 , 순소득을 2y, y, y라 표시하면, b)의 총수익과 

순소득은 2y와 2x가 된다.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더 높으므로 b)의 세부담

은 2x가 되고 따라서 2y-2x=2x, y=2x라는 식이 성립한다. a)의 총수익

(3x=1.5y)는 b)와 c)의 총수익(2y)보다 낮다. a)와 b)의 순소득(2x)는 c)의 

순소득(y=2x)와 같다.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사이에 세율에 차이가 있는 이상 자본수출 립성과 

자본수입 립성의 동시 달성, 투자 분배의 효율성과 축 분배의 효율성의 동시 

달성은 앞 문단에서 보았듯 불가능하다. 그 다면 세계소득 과세와 속지주의 

가운데 어느 쪽이 세계경제의 효율을 높이는가? 
경제  효율을 가장 높이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론 으로 따진다면 자본수입국

에 투자한 자본수출국 자본에 한 세율을 가)와 나) 사이의 한 , 즉 자본수

출 립성과 자본수입 립성 사이의 어떤 에 두는 것이 답이 될 것이다.37) 그러

나 이런 을 실제로 구하고, 변동하는 경제에 맞추어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실 인 답은 자본수출 립성과 자본수입 립성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38) 그 다면 자본수출 립성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

자들의 지배  견해이다.39) 투자는 수익률에 민감하지만, 축은 상 으로 덜 

민감하기 때문이다.40) 이 결론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사이의 선택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효율의 에서는 속인주의 내지 세계소득 과세가 낫다는 말이다. 

37) Thomas Horst, A Note on the Optimal Tax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Income, 
94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93-798 (1980).

38) OECD, 앞의 책, 40쪽.
39) 미국재무부, The Deferral of Income Earned Through U.S. Controlled Foreign Corpo-

rations (2000), 36쪽.
40) 그밖에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의 차이, 포트폴리오 투자의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면 

자본수출중립성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같은 문서 같은 쪽. 한편 Shaheen, 
International Tax Neutrality, 27 Virginia Tax Review 203 (2007), 219쪽은 속지주의 과
세가 두 가지 중립성을 동시달성한다고 주장한다.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나 자세한 
분석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다. 



稅法上 屬人主義와 屬地主義의 립 / 李昌熙   249

Ⅴ. 소유중립성 시비

앞 Ⅳ의 분석과 달리 최근에 나온 문헌으로 하바드 학의 Desai 교수와 미시

간 학의 Hines 교수는 소유 립성(ownership neutrality)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

서41) 세계소득 과세가 더 나은 체제라는 종래의 이론을 부정하고 있다. 개별국

가의 에서는 國家的 所有中立性(national ownership neutrality)이 요하고, 이

는 속지주의라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경제의 에서는 資本所有中

立性(capital ownership neutrality)이 요하고, 세계소득 과세든 속지주의 과세

의 어느 쪽이든 온 세상이 같은 제도를 쓰기만 한다면 자본소유 립성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42) 두 筆者의 權威에 仗하여 근래의 국제조세 문헌에서는 이 개념

을 소개한 것이 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속지주의가 답이라는 결론을 盲從하

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래에 보듯 그릇된 주장이다. 

1. 소유중립성의 개념

Desai와 Hines의 은 국제투자란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

는 기업을 사들이는 것이 거의 부분이고 이런 투자는 선진국 相互間의 투자가 

부분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한다.43) 투자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바 는 것만으로 투자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을 제해야 가능하다. 투자의

사결정의 주요소가 특정한 사업을 가장 잘 운 할 수 있는 事業主體가 구인가

를 찾는 것이라면, 세제가 이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 효율의 개념이 된

다. 를 들어 자본수출국에서 자본수입국으로 국제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자자

가 자본수입국의 기존 공장을 산다고 하자. 공장을  사람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이 돈으로 거꾸로 자본수출국으로 국제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직  양국간 

상호투자가 생기지는 않더라도 여러 나라에 걸친 사슬망을 거쳐 결국은 자본수

출국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  모델이라는 것이다. 
생각을 쉽게 하기 해 양국간 투자로 단순화하여 각각 자국에서 a사업을 하

던 A나라(세율 50%)의 투자자 갑(총수익률 8%-A세  4%=순소득 4%)과 b 사업

41) Desai and Hines, Evaluating International Tax Reform, 56 National Tax Journal 487 
(2003); Grubert, Comment on Desai and Hines-Old Rules and New Realities, 58 Na-
tional Tax Journal (2003) 263-274.    

42) Desai and Hines, 같은 글, 488쪽.
43) 같은 글, 488-4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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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던 B나라(세율 30%)의 투자자 을(총수익률 8%-B세  2.4%=순소득 5.6%)
이 상호간 국제투자를 통해서 서로 사업을 맞바꾸려 한다고 하자.44) 국제투자 후

에 을이 하는 a사업의 세 수익이 종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A나라가 a사업에서 

얻는 세수도 종  이상이 된다. 논 을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립으로 좁  B
나라에 진출한 자본에 한 A나라의 과세정책을 따지기 해, 주인이 바 어도 

a사업의 수익성은 총수익률 8% 그 로이고 A나라가 얻는 세수도 4% 그 로라

고 하자. 그 다면 양국간 상호투자가 A나라의 國富를 늘리는가 이는가는 갑

이 받아오는 b사업의 세후수익(B나라 세 을 낸 뒤의 세후수익)이 종래 갑이 벌

고 있던 a사업의 세후수익보다 큰가 작은가에 달려있다. A나라로서 국부를 극

화하는 길은 갑으로 하여  a사업의 세후수익(A나라 세 을 낸 후의 수익)과 b
사업의 세후수익(B나라 세 을 낸 뒤의 수익)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

는 것이다. 그 게 하려면 B나라에서 버는 국외원천소득을 비과세해야, 곧 屬地

主義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45) 가령 갑이 b사업에서 총수익 10을 올릴 수 있

다면, 갑의 순소득은 B나라 세  3을 낸 뒤 남는 7이다. 이런 투자는 A나라의 

국익을 늘린다. 속지주의를 택한다면 갑은 종래 자기가 a사업에서 벌던 순소득 5
와 b사업에서 벌 순소득 7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요는 속지주의

가 A나라의 국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국익을 극 화하는 략을 국가 립성

이라고 부른다면 속지주의가 국가  립성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Desai와 Hines는 국가 립성이라는 말이 종래에 가지고 있는 의의와 구별

하기 해 國家的 所有中立性(national ownership neutrality)라는 말을 만들어 쓰

고 있다.46)  
世界經濟의 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Desai와 Hines는 두 나라가 모두 屬地

主義를 택한다면 資本所有中立性이 이루어진다고 한다.47) 특정한 사업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가 그 사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자본소유 립성이

다. 속지주의를 택한다면 각 투자자는 종래 자기가 벌고 있는 순수익과 다른 나

라에 투자했을 때 벌 순수익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가장 높

은 순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해당 사업을 사들이게 마련이므로 자본소유

44) 같은 글에는 보기가 없고, 내가 만들어 본 것이다.
45) Desai and Hines, 앞의 글, 496-497쪽. 또한 Statement of James R. Hines Jr.,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July 156, 2003).
46) 같은 글, 496쪽.
47) 같은 글, 4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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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이 보장된다.48) 앞의 에서 b사업은 갑이 을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으므로 갑이 차지하는 것이 맞다. 결국 특정한 사업을 기 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가 그 사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자면 투자자가 어느 나

라에 속하든 세  부담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결국 속지주의라야 자본소유 립

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한 속지주의가 아니고 外國納付稅額控除방식이더라도 

두 나라가 같이 이 제도를 택한다면 자본소유 립성이 보장된다고 한다.49) 왜 

그 게 되는가에 해서는 도 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50) 
여기에서 되풀이하지는 않는다.51)  

2. 속지주의와 소유중립성

그러나 속지주의가 세계경제에서 자본소유 립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이 과연 

옳은지는 疑問이다. 앞의 로 돌아가 사업을 맞바꾼다면 갑, 을이 각 a사업과 b
사업에서 세 수익으로 10을 벌 수 있다고 하자. 이런 거래는 세계경제에 득이 

된다. 종래에는 a, b 두 사업의 총수익이 8+8=16 이었던 것이 이제는 10+10=20
으로 4만큼 좋아지기 때문이다. 속지주의는 이 거래가 생기도록 보장하는가? 갑

은 10을 벌어 B나라 세  3을 내고 세후소득 7이 남는다. 이 7은 종래 갑이 벌

던 4보다 많다. 을은 10을 벌어 세  5를 내고 5가 남는다. 그런데 종래 을은 총

수익 8에서 세  2.4를 공제한 5.6을 벌었다. 그 다면 을은 이 거래를 거 하게 

된다. 속지주의는 자본소유 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 결론에 해서는 다시 반박할 여지가 있다. 앞 문단의 는 오직 Pareto 기

만 생각한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상으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하지 

48) 같은 쪽.
49) 같은 쪽.
50) 내가 잘 몰라서 Desai와 Hines의 글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인가 싶어서 여러 번 보았

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왜 그런가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정은 남들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예를 들어 미국변호사협회의 Report of the Task Force on International Tax 
Reform, 59 Tax Lawyer 649 (2006), 특히 688쪽.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국제조세법 전문가 열댓명이 공통작성한 것이다. 특히 초안의 작성책임자인 Steven 
Shay는 지난 십여년간 Harvard Law School에서 국제조세법을 가르치고 있다.  

51) 그들이 말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이라는 것이 통상 이 말이 가지는 뜻과 전혀 다
른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가령 원천지국이 각 투자자에게 적용할 세율은 각 투자
자의 거주지 본국 세율과 같아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전혀 비현실적 제도이다. 거주
지국이 공제한도 없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더라도 같은 결과가 되겠지만, 마찬가
지로 비현실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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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이다. 앞의 에서 효율개선액 4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A국 稅收의 증

가 =5-4=1, B국 세수의 증가 =3-2.4=0.6, 갑의 순소득 증가 =7-4=3, 을의 순소득 

감소 5.6-5=0.6. 그 게 보면 갑이 보는 利得은 을이 보는 損失을 상쇄하고도 남

는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손실을 補塡해 주면서 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Hicks-Kaldor 기 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자본소유 립

성 이론이 설 자리는 더욱 없어진다. 를 조  바꾸어서, 을은 a사업에서 총수

익 11.2를 벌 수 있고 갑은 b사업에서 총수익 4.8을 벌 수 있다고 하자. 두 사업

을 합한 총수익은 16이므로 이런 변화도 가능해야 한다. 정확히는 을이 a사업에

서 11.2보다 약간 많은 총수익을 올리고 갑은 b사업에서 4.8보다 약간 많은 총수

익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계산을 간단히 하기 해 총수익을 16에 맞춘 

것이다. 속지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을은 a사업에서 총수익 11.2를 벌어 세

 5.6을 내고 순소득 5.6이 남는다. 갑은 b사업에서 총수익 4.8을 벌어 세  

1.44를 내고 순소득 3.36이 남는다. 각자의 득실을 따져보면 A나라 세 은 5.6- 
4=1.6이 증가하고 B나라 세 은 2.4-1.44=0.96이 감소한다. 갑의 순소득은 3.36- 
4=0.64가 감소하고 을의 순소득은 5.6에서 변화가 없다. 갑의 손실을 을이 물어

주면서 이 거래를 이룰 길이 있는가? 없다. A, B 두 나라가 모두 속지주의를 따

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거래는 성립할 길이 없다. A국 정부가 나서서 제 세

수증가분을 을에게 나 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미 속지주의는 아니다. 역

으로 두 투자자를 합한 총수익의 합계가 감소하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거래가 

세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도 만들 수 있다.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개념을 Hicks-Kaldor 기 으로 따진다면 교환당사자 둘

을 합해서 총수익의 합계가 는다면 순수익의 합계도 늘어야 하고 총수익의 합계

가 면 순수익의 합계도 어야 한다. 순수익의 합계가 느는 이상 둘이 그 이득

을 나 어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총수익의 합계가 느는 거래는 반드시 일

어난다. 역으로 순수익의 합계가 다면 교환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

서 총수익의 합계가 어드는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속지주의는 이 결

과를 얻지 못한다. 稅率차이 때문이다. 교환결과 총수익의 감소가 低稅率 국가에 

일어나지만 그를 넘는 총수익의 증가가 高稅率 국가에서 일어난다면 세계경제의 

에서 볼 때 이런 거래는 일어나야 마땅하다. 그러나 고세율국가의 세부담 증

가가 세율국가의 세부담 감소보다 더 큰 이상, 두 당사자를 합한 세후순수익은 

감소하고, 이런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역으로 교환결과 세율 국가에서 총수

익이 증가하지만 고세율 국가에서 그 총수익이 그 이상으로 감소한다면 세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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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에서 볼 때 이런 거래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고세율국가에서 

어든 세액이 세율 국가에서 늘어나는 세액보다 크다면 이런 거래도 일어나

게 된다. 결국 Hicks-Kaldor 기 으로 따지면 속지주의가 자본소유 립성을 이룬

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Pareto 기 이든 Hicks-Kaldor 기 이든 속지주의가 자본소유 립성을 확

보한다는 생각은 틀렸다. 어느 나라에서 온 자본이든 같은 세 을 물려야 가장 

생산성 높은 자가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옳은 것 같은데 무엇

이 잘못된 것일까?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종래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던 자본소

유자로서는 생산성이 높은 새 투자에서 얻을 순소득이 종래 얻던 순소득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Desai와 Hines는 한 편에서는 국제투자란 어느 국

가에 있던 기존 투자를 정리하여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는 제를 세우고, 
다른 한 편에서는 투자자는 진공상태에 있다가 새로운 돈으로 투자한다는 생각

을 분석의 제로 내세우는 모순에 빠져있는 것이다.        

3. 자본소유중립성과 투자․저축 분배의 효율

나아가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개념은 과연 한 것인가? 일단 이 개념은 자

본수출 립성이나 자본수입 립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소유 립성은 이

런 기존 개념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업주체의 변경이 경제효율에 미치는 

향을 따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Desai와 Hines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자본소유 립성이 복지에 미치는 향은, 공장, 기계 기타 생산요소가 세율차이에 

응해서 나라 사이에 움직이는 것까지 생각하면 요성이 어든다. 세제는 생산지

뿐만 아니라 소유와 통제의 형태에도 변화를 낳고, 세제가 세계복지에 미치는 순

향은 이런 여러 요소의 합에 달려있다. 국제 인 세율차이가 재산, 공장, 기계 투자 

등의 장소에 향을 다는 계량경제학  증거는 많고,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

은 세율국에 세 혜택을 노린 투자가 많다는 일상경험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각국

이 각자 세율을 달리하면서 순수한 속지주의로 과세한다면 자본소유 립성은 만족

되지만 세율국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일어나게 된다. 그 다 하여 한 나라가 

세계소득을 과세하면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다면, 실물자본이 잘못 할당된다는 

비효율은 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의 소유와 통제를 왜곡하게 된다.52)  

52) 같은 글, 495쪽.



254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그러나 같은 의 결론에 가서는 이런 비교형량은 보이지 않는다. 상호투자를 

제로 하는 한, 자본수출국의 개별  국익이라는 시각에서는 속지주의가 국익을 

극 화하고, 세계경제의 시각에서는 자본수출국들이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를 통

일하는 것이 세계복지를 극 화한다고 을 뿐이다.53) 자본소유 립성이 자본수

출 립성을 면 으로 압도한다는 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이 결론이 과연 

옳은가에는 의문이 들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에서 한결 더 깊은 의문이 생

긴다. 결국 속지주의를 지지한다는 에서 자본소유 립성은 자본수입 립성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름 로 효율에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자본수출

립성과 동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에서도 자본소유 립성과 자본수입 립성은 

같다. 그 다면 자본소유 립성이란 과연 종래의 논의와 다른 새로운 개념인가?  

4. 외국세액손금산입과 자본소유중립성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개념은 과연 종래의 이론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地

平을 연 것인가?
처음 들었던 로 다시 돌아가 A나라에서 a사업을 하는 갑이 총수익 8%를 벌

어 세  4%를 내고 순수익 4%가 남는다고 하자. B나라에서 b사업을 하는 을은 

8%를 벌어서 세  2.4%를 내고 순수익 5.6%가 남는다. 갑과 을이 사업을 서로 

맞바꾼다면 a, b 사업 모두 총수익이 10%가 된다고 하자. 두 가지 사업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질문은,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a사업 투자를 계속할 것인

가 는 b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갑이 언제라도 a사업 투자를 정리

하고 으로 회수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다시 이 질문은 총수익 8%를 낳는 

국내투자와 총수익 10%를 낳는 해외투자, 이 두 가지 투자안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A국의 國益을 기 으로 단한다면 국내투자가 답

이어야 한다. 국내투자에서는 8% 부가 A국에 속하지만 B국에 한 투자에서

는 B국 세  3%를 제외한 7%만이 A국에 속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에게 이 답을 

강요하기 해서는 세계소득을 과세하면서 외국납부세액을 손 산입해야 한다. 
이것을 국가 립성이라는 다소 부 한 말로 부르고 있음은 이미 보았다. 

그런데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개념은 속지주의가 A국의 일방  국익에 맞는다

고 한다. 외국납부세액 손 산입  속지주의라는 이 차이는 도 체 어디에서 오

는 것인가? 차이는 假定의 차이에서 온다. Desai와 Hines의 모델에서는, 갑이 해

53) 같은 글, 4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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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자를 택하는 경우 이를 상쇄하는 투자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A
국은 종래 얻었던 국내투자분 세수를 그 로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곧 A국

은 1) 국내투자의 총수익과 2) 해외투자의 세후수익(원천지국 세  공제 후 수

익), 이 두 가지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1) 국내투자의 총수익과 2) (해외투자의 

세후수익+국내투자에서 생기는 세수),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런데 국내투자의 총수익이란 당연히 (국내투자의 세후수익+국내투자에서 생기는 

세수) 두 가지의 합이다. 따라서 이 비교는 결국 국내투자의 세후수익과 해외투

자의 세후수익,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 결과를 국가  소유 립

성이라는 개념, 곧 속지주의가 자본수출국의 국익을 극 화한다는 논리로 내세우

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개념은 종래 이론의 틀을 벗어난 것

이 아니다. 
국가  소유 립성이란 외국세액 손 산입이라는 종래 이론의 해답에, 자본유

출은 언제나 자본유입에 의해 상쇄된다는 새로운 가정을 하나 덧붙인 것일 따름

이다. 이 가정은 국제  자본이동에 당연히 수반되는 논리필연  가정인가? 실증

 계량경제학  분석은 이 의 범  밖이지만,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 게 단정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언제나 서로 

상쇄되어서 각국의 자본스톡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실세계에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가정일 뿐이다.54) 한 나라의 국익이라는 에서는 종래 이론에서 말하

는 국가  립성이 여 히 정답이다. 외국납부세액 손 산입 제도를 통하여 투

자자로 하여  국내투자의 총수익과 다른 나라 투자의 세후수익을 비교해서 투

자의사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정답은 여 히 변함이 없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제해야, 그 에 외자유입이라는 우연  외생변수가 낳는 효과를 합한 결과가 

속지주의가 된다. 
국내에 유입되는 외자에서 세수효과가 생긴다는 사실은 해외에 투자한 국내자

본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실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서 생기는 세수가 생긴다는 사실과 외투자에 

외국세액 손 산입 제도를 택한다는 사실을 합한 겉모습이 속지주의이므로, 속지

주의가 효율 이라는 것조차 틀린 말이다. 세계경제가 아니라 각 국가의 개별  

국익을 기 으로 생각한다면 외국자본이 국내투자에서 버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

54) Desai와 Hines도 이것이 극히 예외적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Desai and 
Hines, 앞의 글, 4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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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낫다. 개별국가의 에서 국익을 극 화하는 길은 투자자로 하여  국

내투자의 총수익과 다른 나라 투자의 세후수익을 비교하여 투자자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내자본의 외진출에서는, 이것은 외국납부세액 손 산입 제도

를 뜻한다.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에서는, 이것은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버는 소득

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55) 그래야 국내의 세 수익과 다른 나라(투자자

의 본국)의 세후수익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통제가 없는 이상 

외자에 한 세 을 이처럼 면제하는 것은 내국자본에 해 租稅回避의 길을 열

어주는 것이 되므로, 내자와 외자를 별하여 달리 취 할 길(이른바 ring 
fencing)이 없는 한 이런 세제를 쓰는 선진국은 없다.  이런 략은 결국 이웃 

나라의 희생 에 내가 잘 살자는 략이고, 이른바 有害 조세경쟁으로 국제사회

의 압력을 받게 된다.

5. 자본수출/수입 중립성과 자본소유중립성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개념을 세계경제의 에서 다시 따져보자. 요는 국제

 상호투자로 자본의 흐름이 서로 상쇄된다고 제하고, 교환당사자 둘을 합해

서 총수익의 합계가 느는 거래는 일어나게 하고, 총수익의 합계가 주는 거래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본소유 립성이다. 사실 이 질문은 세계소득 과

세나 속지주의 사이의 선택이라는 답을 얻었던 질문, 곧 해외투자에 한 세율을 

어떤 으로 설정해야 가장 효율 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다. 기존 사업에 

한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투자

자의 선택에 세율이 미치는 향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 자본소유

자가 자본을 해외로 수출한다면 언제나 이를 상쇄하는 자본유입이 있다는 다른 

조건을 붙여서, 세계경제의 에서 문제를 풀자는 것이다. 
Desai와 Hines는 속지주의든 세계소득 과세(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이든 만

국공통의 범세계  체제가 되기만 한다면 자본소유 립성을 이룬다고 한다. 그러

나 정작 이유를 제 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 알아서 단하기가 어렵기는 하지

만, 이 결론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우선 세계경제의 에서 속지주의가 

55) 이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Feldstein and Hartman, The Optimal Taxation of 
Foreign Source Investment Income, 93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13; Gersovits, 
The Effects of Domestic Taxes on Foreign Private Investment, in The Theory of 
Tax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617 (D. Newbery and N. Stern ed.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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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유 립성을 보장하지 못함은 이미 보았다. Hicks-Kaldor 기 을 만족하는 

상호투자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나라마다 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투자 

결과로 생기는 세후소득은 오히려 어들 수 있다. 따라서 Hicks-Kaldor 기 을 

만족한다고 하여 상호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역으로 Hicks- 
Kaldor 기 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호투자가 세율 차이 때문에 가능해 지기도 한

다. 한 세계소득 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가 자본소유 립성을 보장한다

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것이 결국 상호투자라는 조건

이 하나 더 붙은 상태에서 외진출 자본에 한 최 세율을 구하는 문제라면, 
세계소득 과세는 답이 아니다. 두 나라 사이에 세율차이가 있는 이상 상호투자

는 당연히 두 투자자를 합한 세부담을 늘린다. 한 나라의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면, 종래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었던 투자자는 세율이 더 높은 나라에 진출

함으로써 당연히 더 높은 세율의 부담을 지게 되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었던 

투자자는 세계소득 과세의 구조상 세부담을 그 로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투자자를 합한 순소득은 게 되므로 Hicks-Kaldor 기 을 만족하는 상호투자 기

회가 있더라도 두 투자자는 그런 거래를 피하게 된다.  
자본소유 립성 는 상호투자가 있다는 조건이 덧붙은 상황에서 외투자에 

한 최 세율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한 수학  해답을 구할만한 실력이 없

기에 단언은 못 하겠지만, 아마 이 문제도 속지주의와 세계소득 과세 사이의 

선택처럼 수학  정답이 아닌 것을 답으로 택하는 次善策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본수출국의 개별  국익이라는 기 에서는 속지주의(정확히는 외국세액 손 산

입과 자본유입액에서 생기는 세수와의 결합)라는 답이 나왔었는데 세계경제의 효

율에서는 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원 으로 돌아가 보면 속지주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두 가지의 립은 외투자에 한 세율을 어떤 에 설정해

야 最適인가라는 질문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애  순수한 논리나 수

학으로 외투자에 한 최 세율 문제를 푼다면 세계소득 과세나 속지주의나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다. 최 세율은 자본수출국의 세율과 자본수입국 세율 사

이의 어떤 이기 때문이다.56) 세계소득 과세(자본수출국의 세율에 따른 과세)
는 투자의 장소  분배에는 효율을 이루지만 축의 장소 (국가 사이의) 분배에

는 효율을 이루지 못한다. 역으로 속지주의(자본수입국의 세율에 따른 과세)는 

56) Thomas Horst, A Note on the Optimal Tax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Income, 
94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93-798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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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분배에는 효율을 이루지 못한 투자의 분배에서 효율을 이루지 못한다. 따

라서 최 은 양 쪽을 모두 고려하여 체 으로 효율이 가장 높은  내지 비

효율이 가장 낮은 을 찾아서 그 을 세율로 정하는 것이고, 이 최 세율은 자

본수출국 세율과 자본수입국 세율 사이의 어떤 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을 구하지 않고, 兩者選擇型57) 문제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세계소

득 과세 가운데 하나를 답으로 고르는 것은, 이론상의 최 은 찾기도 어렵고 

제도 으로 운용할 길도 없는 비 실 인 답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론상 최

을 구한다면, 문제는 상호투자라는 조건이 하나 더 달렸을 뿐 여 히 외투자

에 한 최 세율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 같은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最適解가 

두 개가 된다는 것은 수학  논리구조에 맞지 않는다.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문제가 외투자에 한 최 세율 문제, 다만 상호투자

라는 새로운 조건을 단 상태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답도 결국은 자본수

출국의 세율과 자본수입국의 세율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은, 선택의 문제로 들어가면 상호투자는 

새로운 조건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보았지만 자본수출 립성이 세계경제

의 에서 정답이라는 종래의 이론은 a) 자본수출국 국내에 투자한 자본수출국 

자본, b) 자본수입국에 투자한 자본수출국 자본, c) 자본수입국 내자, 이 세 가지

의 총수익률과 순수익률이 동시에 같아질 길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답인가를 

고르는 것이다. 에 보았듯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더 높다면 속지주의와 세계

소득 과세의 선택에 의미가 없고, 어느 제도를 택하든 자본수입 립성 내지 축

의 효율  분배는 이루어지지만 자본수출 립성 내지 투자의 효율  분배는 이

루어지지 않는다. 자본수입국의 세율이 더 낮다면, 에 본 처럼 a)와 c)의 총

수익, 세 , 순소득을 각 2x-x=x, 3y-y=2y로 표시할 수 있다. 세계소득 과세제

도를 택하여 b)의 세부담을 a)에 맞춘다면 목표로 삼는다면 3y-x=x, 3y=2x가 된

다. 따라서 총수익에서는 a)의 총수익(2x=3y)과 b)와 c)의 총수익(3y=2x)이 같아

진다. 순수익에서는 a)와 b)의 순수익(x=1.5y)가 c)의 순수익(2y)보다 작다. 속지

주의를 택하여 b)의 세부담을 c)에 맞춘다면 3y-y=x, 2y=x가 된다. a)의 총수익

(2x=4y)는 b)와 c)의 총수익(3y)보다 크고, a)와 b)의 순수익(x=2y)는 c)의 순수익

(2y)와 같다. 결국 투자의 효율  분배와 축의 효율  분배는 동시달성이 불가

57) 이 글을 쓰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으로, 늘 쓰는 말이지만 四枝選多型이라는 말은 뜻
이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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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어느 하나를 고른다면 자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이론이다.    
자본소유 립성의 이론은  모델에 d) 자본수출국에 투자한 자본수입국 자본

이라는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사실 새로운 조건이 

아니고  모델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조건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범세계  세제

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세계소득 과세로 d)를 c)에 맞춘다는 것은 b)를 a)에 맞

추는 것을 제로 한다. 세계소득 과세라면 d)의 총수익, 세 , 순소득에 해 

2x-y=2y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 조건은 사실 b)에서 3y-x=x라는 조건에 

이미 들어 있다. 속지주의에서도 2x-x=2y라는 d)의 조건은 3y-y=x라는 b)의 조건

에 이미 들어있다. 결국 d)를 추가하는 것은 세계경제 모델에서는 기존 이론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 그 다면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문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소득 과세와 속지주의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면 그래도 세

계소득 과세가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Desai와 Hines의 주장 가운데 속지주의가 세계경제의 효율을 이룬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로써 경쟁 립성을 다시 한 

번 옹호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자본소유 립성이라는 개념을 내자와 외자 사이

에서 생산성이 높은 자가 사업기회를 차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쓴다면 속지주의

는 이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한편 이 말을, 특정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을 때 

그 소유자가 내자 외자 어느 쪽이든 세부담이 같아야 한다는 말로 쓴다면, 이 말

은 경쟁 립성과 같은 말일 뿐이다. 경쟁 립성이란 특정한 사업기회가 있을 때 

외자와 내자 사이에 세부담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다. 두 가지는 다를 수가 없다. 
수익성이 같다면 내자와 외자 가운데 세부담이 낮은 쪽이 사업기회를 차지한다

는 에서 두 가지는 다를 수가 없다. 이 결과가 생기는 과정이 내자기업과 외자

기업 사이의 실물시장 경쟁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는 특정한 기업을 

놓고 내자와 외자 가운데 가 소유주가 될 것인가라는 자본시장의 경쟁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속지주의가 이룰 수 있는 결과

는 1차 으로 내자와 외자 사이에 세후순수익이 같은 에서 자본시장의 균형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시 이 균형은 자본수출국의 국내투자 역시 세후순이익이 같

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균형 은 축의 효율  분배를 보장할 

뿐이다. 속지주의가 보장하는 것을 자본수입 립성이라고 부르든 자본소유 립성 

기타 어떤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든, 이 결과는 바 지 않는다. 그  축의 효율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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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세계소득 과세와 속지주의의 타협

결국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Ⅲ 에서 본 공평이라는 잣 로 재든 Ⅳ

에서 본 효율이라는 잣 로 재든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할 이유는 없고 세계소

득을 과세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랑스처럼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을 면제하

는 나라도 있고, 독일처럼 조세조약을 통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을 

면제하는 나라도 있다.58)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속인주의 기 으로 세계소득

을 과세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외국법인이라는 형식을 빌기만 하면 일단 세계

소득 과세를 벗어날 길이 열린다. 자연인이 여러 나라에 걸친 국제투자를 벌이는 

경우는 실 세계에서 거의 없고  기업의 국제투자는 거의 다 지법인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을 생각하면, 세계소득 과세란 겉껍질일 뿐이고 실

을 지배하는 것은 속지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도 체 왜 이 게 된 것일까? 

1. 개념 또는 말장난

우선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답으로 해외자회사를 속인주의 할권에 집어넣

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해외자회사란 외국법인이고, 
외국법인이란 그 자체로 이미 속인주의 할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라라는 말 

아닌가? 이 말은 물론 옳다. 그러나 여기에서 ‘속인주의’라는 말은 기실 세계

소득 과세라는 말이다. 바른 쟁 은, 자본수출국이 자국회사의 해외자회사가 버

는 국외원천소득을 바로 과세할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에 해서는 못한다는 답

이 선험 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실제로 이미 부분의 나라가 피지배외국법인이

나 투자매체인 외국법인의 소득 가운데 일정한 소득을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자의 被支配外國法人 세제를 두고 있다. 법형식만 보자면 해외자회사의 소

득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그 주주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귀속시켜서 

거주자나 내국법인을 과세하는 것이다.59) 그러나 그 실질은 해외자회사 곧 외국

법인의 소득을 투자자 본국이 과세하는 것이다. 아  솔직하게 피지배외국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자는 제안을 OECD가 내어놓고 있는 것도 이미 보았다.60) 외국

58) 독일의 조세조약 정책에 관해서는 Klaus Vogel, On Double Taxation Conventions (3rd 
ed., 1996) 참조. 

59) 상세는 이창희, 세법강의 제18장 제3절 II.
60)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1998), 162-165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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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득을 바로 과세하는 것은 違憲 아닐까? 미국 결은 거듭하여 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61) 
헌은 아니라고 하나 피지배외국법인 세제가 외국법인을 직  과세하지 않고 

국내주주를 납세의무로 삼아 외국법인의 소득 가운데 국내주주의 몫을 과세한다

는 형식을 구태여 밟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어려움을 보여 다. 이 법형식은 

참으로 苦肉策이다. 역사를 돌이켜 미국이 1913년에 소득세제를 처음 들여올 당

시로 돌아가면, 법인을 개인과 다른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삼되 진세를 회피하

기 한 목 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악용한다면 법인격을 무시하고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62) 뒤집어 말하면 조세회피라는 목 이 없다면 法人格을 

존 한다는 말이다. 법인격을 존 하는 이상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하

는 것은 논리의 한계선상에 설 수밖에 없다.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처

럼 과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법인의 내외구별은 자의 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고, 다시 이 고백은 내외구별은 자연인 단계에서나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며, 다시 이것은 법인이라는 개념은 과세 할권 설정에 한 개념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세제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법인단계의 내외구분

을 인정해야 하고, 그 게 하려다보니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다고 말해야 한다. 그 게 하려다보니 다시,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하

는 것이 아니라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인 주주의 소득을 과세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63)

아무튼 해외자회사의 소득을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자회사의 소득 

가운데 국내주주에 귀속되는 소득을 과세한다는 말장난을 통해, 법률 으로는 해

외자회사를 통해 버는 소득을 과세하는 것도 가능하다. 

61)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관련 판결로 Eder v. Comr., 138 F2d 27 (1943). 
Subpart F 관련 판결로 Garlock Inc. v. Comr, 489 F2d 197 (1973), cert. denied 417 
US 911.

62) Tariff Act of 1913, 38 Stat. 114 (1913) Subdivision 2, 특히 166-167쪽. 그전의 前史
로 남북전쟁 당시 잠시 있었던 소득세법은 법인격을 투시하여 과세했다. Act of June 
30, 1864, ch. 173, 13 Stat. 223. 

63)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지배외국법인 세제가 외국법인의 소득을 과세하는 것
인가에 대해서는 실로 그렇다는 프랑스법원의 판결과 주주를 과세하는 것일 뿐이라는 
영국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본문과 같이 생각한다면 국내주주를 과세하는 것이
라는 영국판결이 옳다. 개념의 형이상학에서 논리를 맞추는 것이 법률가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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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의 정치경제학 

결국 실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세계소득 과세가 아니라 속지주의인 까닭은 

무엇인가? 분명한 답을 알 길은 없다. 다만 이 질문에 한 해답의 단 를 미국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立法史에서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온 세상에 리 퍼진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는 미국의 subpart F 규칙에서 비롯한다.64) Subpart F 규칙

은 1962년 네디 행정부가, 돈 많은 개인들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외국법인을 

돈놀이의 매체로 삼아 이자, 배당 등에 한 세 을 이는 문제에 한 책으

로 들여왔다. 사실 이 문제에 한 책은 그 부터 이미 있었다. 반드시 외국

법인에 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격 있는 지갑”에 한 책의 일반론으로 1934
년에 personal holding company tax가 생겼고,65) 그 뒤 1937년에는 특히 외국법

인66)을 투자매체로 삼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을 바로 개인주주들에게 과세하는 

제도가 생겼다.67) 1962년 네디 행정부는, 이런 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이

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 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이 세 을 빼먹으면서 돈놀

이를 한다는 것보다는, 정상 인 기업 그 자체라는 것이다.68) 외국의 실효세율이 

미국보다 낮은 이상 기업들은 그런 외국에 지법인을 세워 사업활동 자체를 그

리로 옮길 유인을 받게 되고, 지나친 자본유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

국경제를 해치고,  납세의무자 사이의 공평을 해친다는 것이다.69) 미국의 납세

의무자가 외국에서 업을 하는데 국가가 보조 을 지 하는 꼴이라는 것이다.70) 
이리하여 네디 행정부는 해외자회사를 내국법인의 해외지 이나 마찬가지로 

64) 미국법에 대한 상세는 Department of Treasury, The Deferral of Income Earned 
Through U.S.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2000). 

65) 제14장 제3절 Ⅳ. 2005년 이후에는 외국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세법 제542조
(c)(5).  

66)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PFIC을 보완하면서 2005년에 폐지.
67) 이 제도의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Report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 Evasion and 

Avoidance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Doc. No. 337, 75th Cong., 1st 
Sess. 7(1937). 

68) President’s Tax Message along with Principal Statement, Detailed Explanation and 
Supporting Exhibits and Documents, H.R. Doc. No. 140, 87th Cong. 1st Sess. 7-8 
(1961). 이 내용은 미국재무부의 2000년 보고서 The Deferral of Income Earned 
Through U.S.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111쪽에서 재인용하였다.  

69) 같은 미국재무부 보고서 118쪽에서 재인용.
70) President’s 1961 Tax Recommendations,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n the Tax Recommendations of the President Contained in his Message 
Transmitted to the Congress, April 20, 1961, 87th Cong., 1st Sess (Vol. 1) 26,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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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바로 과세하자는 법안을 제출하 다.71) 그러나 이 법안은 업계로부터 미국

계 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해친다는 비 을 맞았고, 의회는 문제 자체를 조

세피난처 책으로 다시 정의하 다.72) 기존 법제와의 차이 은, 외국법인을 통

한 부자들의 돈놀이만이 아니라 기업활동 역시 조세피난처의 악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73) 이리하여 최종 입법은 타 안을 택하여, 해외자회사(피지배외국법인)74)

의 소득 가운데 극  사업소득은 내버려 두고 이자, 배당, 임 료 따 의 소극

 소득75)만을 미국의 주주76)에게 과세하기에 이르 다.77) 
이 입법사는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 세제는 결국 공평 내지 자본수출 립성

이라는 논리와 경쟁 립성이라는 논리 는 핑계의 타 이었다는 역사  사실을 

보여 다. 네디 행정부가 낸 법안은 자의 논리에 터잡은 것이었지만78) 입법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경쟁 립성이라는 논리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역사도, 법은 現實이고 궁극 으로는 政策이라기보다는 政治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이리라. 

투고일 2009. 2. 21   심사완료일 2009. 3. 9   게재확정일 2009. 3. 13

71) 같은 문서 72-73쪽.
72) 108 Cong. Rec. 17752(1962). 
73) 그에 더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돈을 모은 투자기금에 관해서도 해외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에 대한 대책을 입법하였다. 미국세법 제1246-1247조의 foreign investment company.
74)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지배여부는 의결권의 50%에 의해 정해진다. 미국세법 

제957(a)조.
75) 엄밀히는 subpart F income. 미국세법 제951조(a)(2), 제952조.
76) 엄밀히는 미국시민, 거주자 또는 미국법인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

하는 자이다. 미국세법 제951조(b), 제7701조(a)(30). 그 뒤 1986년에는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주주를 바로 과세하거나 또는 뒤에 투자이익을 회수할 때 과세하면서 그 동
안 미루어준 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제도로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와 
qualified electing fund가 생겼다. 미국세법 제1291-1298조. 신고의무는 미국세법 제
6038조(a)(1).

77) 미국세법 제951(a)조.
78) 앞 주석 67의 문서 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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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personam v. Territorial Taxation Dispute

Chang Hee Lee*

79)

Most nations exercise in-personam jurisdiction for residents on their world-wide 
income, as well as territorial jurisdiction for non-residents on their domestic 
source income. In reality, however, territorial jurisdiction functions as the 
virtually governing norm because foreign income can avoid in-personam juri-
sdiction simply by taking advantage of the legal formality of incorporating a 
subsidiary in a foreign country. The paper analyzes the logical and historical 
reason underlying this structure. 

Where does the disparity between the norm of worldwide taxation and the 
reality of territorial taxation originate from? The paper proffers a hypothesis that 
the personal v. territorial tax controversy can be reduced to a conflict between 
the populist notion of equity and the class interest of capital owners. First, the 
paper demonstrates that worldwide taxation is superior to territorial taxation in 
terms of equity as well as efficiency. In particular, it disproves the notion of 
capital ownership neutrality recently advanced by Desai and Hines, which 
supports territorial principle. The paper then attempts at analyzing why the 
territorial principle trumps the worldwide taxation in reality. It shows that the 
conceptual difficulty inherent in the latter is not insurmountable, and then 
suggests the class interest hypothesis by reference to the history of tax rules. 

Key words: territorial jurisdiction, in-personam jurisdiction, worldwide taxation, 
foreign source income, foreign tax credit, foreign tax deduction. 
capital export neutrality, capital import neutrality, capital ownership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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