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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8. 1. 1.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의 거주자기업이 외국기업

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종래 중국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시

행 당시 일정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던 것과는 달리 기

업소득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되었

다. 이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입장에도 변경되었는

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가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총배당소득에 관

하여 기타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을 간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기업소득세법 시행 이후에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5%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감면되는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 변경은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

수 면제 혜택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의 세액공제 효과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라는 인식에서 근원을 두고 있다 생각된다. 

나아가 한중 조세조약의 경우 배당소득에 관하여 2단계의 제한세율을 예정

하고 있는데, 법인간 배당에 대해 낮은 수준의 5% 제한세율을 규정한 것은 

총배당소득의 5% 상당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비교적 넓은 과세권을 인정한 것이며, 한편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과세권의 소극적 행사에 따른 조세감

면 혜택이 가능한 것이므로, 10%의 제한세율과 5%의 제한세율의 차이에 해

당하는 부분은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

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 즉 애초에 원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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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과세권 범위 밖에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위와 같은 입장 변경의 논리적 근거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현재 조세조약을 통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

우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경우, 위와 같은 변경 후의 과세관청의 입장이 자본

수입국의 조세감면 혜택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와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

세권 배분이라는 제한세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는 생각되나, 과세

권의 배분은 제한세율 규정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간주외

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한 점,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목적상 납부할 세액 또는 납부한 것으로 보는 세액을 간주하는 별도

의 규정을 두고 있는 한멕시코 조세조약, 한중 조세조약,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 경우에는 그 공제 간주규정을 둔 체약당사자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해석

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문언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

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제한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이라는 

일반론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고 위와 같은 공제 간주규정을 둔 특정 조

세조약의 문언 해석에 따른 결과로 볼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조약 일반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

제의 정의 및 이를 예정한 조약 문언이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인바, 그 정의 

및 문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언을 함에 앞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

항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실무상 제문제, 즉 조세조약의 체약국 간에 

과소자본세제의 채부 및 그 규율 내용이 상이할 때 어느 기준에 따라 판단



- III -

할 것인지, 공제대상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환율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할 것

인지, 특히 실제 외화로 납부된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허용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성상 납부할 때의 환율을 기준시점으로 할 것이

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일몰시한 

도래 등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이 실효되기 전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받은 경우 그 실효 이후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특히 이월공제가 가능한

지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개별 

조세조약의 일몰시한 규정의 문언 등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문

제를 해결함이 불가피하다 생각된다.

끝으로 내국법인이 자본수입국에 투자를 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고, 이에 

직접, 간접 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구하는 사례 및 그 세액이 증가하

리라 생각되나, 현행 법인세법상 제57조 제3항의 단항(短項)의 규정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규율이 불가하리라 생각될 뿐만 아니라 개별 조세조약 또

한 다양각색의 문언을 사용하여 체결되는 이유 등으로 그에 관한 분쟁 또한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차제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세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향후 조약의 해

석 및 적용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한 뼘 더 필요

하며, 공제신청을 하는 납세의무자는 물론 그 신청 수리를 결정하는 과세관

청의 입장에서도 쉬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의 형성을 기대한다.

주요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한․중 조세조약, 중국 기

업소득세법, 제한세율, 공제 간주규정, 과소자본세제, 환산 기준시점

학번 : 2007-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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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문제의 제기

  1)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증가 추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은 종래 외국인투자 촉진 및 차관도입 

등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바, 자본수입국1)으로서 그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구 외자도입촉진법, 구 외자도입법, 구 외국

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

률 등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자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2).

   그러나 현재 한국은 그와 같은 자본수입국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본수

출국으로 그 지위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였는바, 2013. 6. 현재 55,327개 법인

을 통해 226,334,738,000 USD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3), 그 결과 외국납부

세액공제 또한 아래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신고법인 수 

및 공제액의 측면에서 확연한 증가 추세에 있다.

   [표1: 외국납부세액공제 추이]4)

1) 이하 자본수입국이란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내국자본의 해외유출보다 많은 나라로서, 통상 경제발전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본 부족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그와 같은 세제혜택의 상세는 이용섭․이동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2. 746 내지 748면 참조.

3)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의 해외투자통계

( 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use.jsp )  

4) 2008~2012년까지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란 중 국세통계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sl
eft_code=&ciphertext=#none)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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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1

중소

기업

신고법인(개) 373 452 475 506 599

금액(백만 원) 22,661 44,424 57,052 71,472 84,193

일반

기업

신고법인(개) 320 387 458 529 601

금액(백만 원) 665,746 1,037,181 1,023,695 1,391,333 1,511,830

계
신고법인(개) 693 839 933 1,035 1,200

금액(백만 원) 688,407 1,081,605 1,080,747 1,462,805 1,596,023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된 중화인

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바5), 

2007년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한다) 제정 

및 그 시행을 전후로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 볼 바와 같이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2)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시행 당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 소재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

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상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25% 미만 보유한 기타의 한국 모회사의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

게 된다.

5) 2013. 6.까지의 누계로 보아도 대중국 투자 규모는 23,674개 법인, 42,900,493,000USD로 
11,722개 법인을 통해 44,814,009,000USD가 투자된 대미 투자 규모에 육박하고 있고, 다만 외국
납부세액공제액의 국가별 또는 기업별 상세 통계는 생성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그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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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07년 기업소득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중화인민공

화국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이하 ‘외상투자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

가 중국에서 면제되었는바, 한국 모회사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함

에 있어 이와 같이 면제된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뿐만 아니

라, 이 때 그 공제 범위에 관하여도 중국 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한국 모회사로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2문에 따라 배당소득의 10%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

다6).

  3) 기업소득세법 시행 후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한편 2007년 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에서는 25% 이상

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 모회사에게 중국 자회사가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위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5%의 세율로, 기타의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원

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5% 또는 10%의 위 각 제

한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국 모회사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

함에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됨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제한세율 5%가 적용되는 지분율 25% 이상인 법인의 경우, 한중 조

세조약 제23조 제3항 2문에서 정한 세율로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

적상 간주되는 세율’인 10%와 제한세율로서 실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6) 국세청,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5., 국세청,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8., 국
세청, 국세, 2007.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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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5%의 차이인 5%에 상응하는 세액을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

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과세관청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이 제정되기 전에

는 위 5% 상당의 차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

나7), 2010년 이후로는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여 현재까지 위 세액은 간

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8)

 나.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우선 위와 같이 중국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한국에서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가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한국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된 원인이 

무엇이고, 변경 전․후의 해석 중 어느 것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중과

세방지를 위한 한중 조세조약의 태도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그와 같은 해석

을 다른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에서 외화로 감면된 세액을 원화로 납부할 한국 법인세

에서 공제할 경우 그 환율환산 기준시기, 이월공제의 가부 및 범위 등 간주

7) 국세청,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9. 국세청, 국세, 2007. 6. 51면도 같은 내용이다. 
8) 국세청,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1., 국제세원-452, 2010. 10. 19., 국제세원-208, 

201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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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되는 실무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

국은 물론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한 자본수입

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과세관청이 추후 세액공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

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자본수출국들이 

이를 주로 채택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개

념 정의 및 조약의 문언 또한 명료하지 않아 조약 문언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다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 작성시를 기준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조

세조약 체결 현황 및 그 문언 등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정리․제시함으로써, 혹

시나 있을지 모를 후행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함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부수적인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위와 같은 목적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중국 내 자회사 또는 지점 등으

로부터 중국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한국 모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야기되는 문제점, 특히 제한세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한 

조세조약에서 그 각 차등 제한세율 간의 차이를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

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및 기타 간주외

국납부세액공제의 실무상 문제가 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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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이를 정한 한중 조세조약의 

문언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과의 간략한 

비교․대조를 통해 차등적 제한세율의 문제는 비단 한중 조세조약의 해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세조약을 통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

한 국가에 내국법인이 진출한 경우, 특히 당해 조세조약에서 제한세율을 차

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히 발생할 문제인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그런 연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공제액 환산을 위한 환율기준시, 이월

공제의 가부 및 범위, 간주배당의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한국기업이 중국 등 자본수입국에 자회사를 두어 투자를 진행

함에 있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실무적인 사항

들을 최대한 빠짐없이 제시하고, 각 사항들에 대한 간략한 검토까지 본 연구

의 범위로 한다.

 다. 연구의 방법

  이와 같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 및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일련의 

사례를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 제도의 취지, 효과 등을 고찰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목적 하에 한국의 모회사가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출한 경우에 관한 아래 사례를 기초로 한국의 모회사가 중국원천 배당소

득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직관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며, 

필요에 따라 한국의 회사가 중국에 지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출한 경우, 한국 

거주자인 개인이 중국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와 비교․대조하

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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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설정]

한국 모회사 甲이 중국에 자회사 乙(지분 100%)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

국에 진출하였고, 乙의 중국 내 영업으로부터 20X2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100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乙이 당해 사업연도 기업소득세로 20(적용

세율 20%)를 납부하고 나머지 80을 甲에 배당할 경우(甲의 20X2 사업연

도 국내원천소득은 100이라 한다)

2. 관련 중국 법령의 검토 및 중국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가. 중국의 세법 체계9)

  1) 중국법의 법원

   중국법의 법원 및 그 체계는 한국의 그것과 대동소이한바, 최고법의 지위

를 갖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 이하 ‘중국 헌법’이라 

한다)과 전국인민대표대회와지방각급인민대회선거법(全國人民代表大會和地方

各級人民代表大會選擧法) 등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제․개정

하는 基本法律(중국 헌법 제62조 제3항)10),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國

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가 제․개정하는 규범성 문건으로서 기본법률 이외의 

법률인 其他法律(중국 헌법 제67조 제2항)11)12)이 근간을 이룬다.

9) 중국법, 사법연수원, 2009. 1 내지 7면, 중국세법실무, 영화조세통람, 2012. 및 중국국가세무총국 
홈페이지( www.chinatax.gov.cn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orld.moleg.go.kr) 

참고.

10)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아래 직권을 행사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의 법률 그리고 기타 기본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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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규범적 효력 하에 중국의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이 국가의 

각종 행정활동을 지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하고 아울러 

행정법규제정절차잠행조례(行政法規制定節次暫行條例)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

는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및 외사 등 각 종류의 법규의 총칭을 

의미하는 행정법규(行政法規, 중국 헌법 제89조 제1항13), 행정법규제정절차잠

행조례 제2조)14) 및 국무원 소속의 각 부, 각 위원회가 헌법과 법률, 행정법

규에 근거하여 그 각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인 부문규장(部

門規章15), 중국 헌법 제90조16))이 있다.

  위와 같은 헌법 내지 부문규장과 같이 중앙부처에서 발령하는 법령 이ㅗ

에 지방 국가권력기관이 당해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성법규(地方城法規),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이 있으며, 기타 특별행

정구(特別行政區)와 경제특구(經濟特區)에 관한 기본법17), 중국이 체결하거나 

승인한 국제조약과 양자․다자간 국제협정도 이에 포함된다.

11)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아래 직권을 행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기타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해야 한다.

12) 그 명칭이 법 또는 법률로 되어 있지 않고 규정(規定), 결정(決定), 조례(條例) 등의 명칭으로 되
어 있다 하더라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 

13) 제89조 
    국무원은 아래 열거한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시책을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공포한다.

14) 그 명칭은 규정(規定), 결정(決定), 조례(條例), 잠행조례(暫行條例), 통지(通知), 해석(解釋) 등 다
양하고, 한국의 법령체계상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응한다.

15) 그 명칭은 실시조례(實施細則), 잠행규정(暫行規定), 통지(通知), 설명(說明), 의견(意見) 등 다양하
고, 한국의 법령체계상 시행규칙에 대응한다.

16) 제90조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규정,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

령, 지시와 규장을 공표한다.

17)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남해성 경제
특구 법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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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원 간 효력 순위

   한편 위 각 법원 간 효력 순위 또한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바, 헌법은 최

고의 법률 효력을 보유하고, 법률의 효력은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규장보다 

우위에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기타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등 기본법률이 기타법률보다 효력상 

우위에 있다.

  3) 주요 세법 규정

   현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稅收徵收管理

法) 및 그 실시세칙을 두어 한국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그 각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응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

고 있고, 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中華人民共和

國企業所得稅法),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中華

人民共和國个人所得稅法)과 그 각 실시조례가 적용되고 있는바, 위 각 법원

은 한국의 법인세법령, 소득세법령에 각 대응하여 소득과세의 큰 축을 담당

하고 있다. 

   그 밖에 중화인민공화국토지증치세잠행조례(中華人民共和國土地增値稅暫

行條例) 및 그 실시세칙이 한국의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에 대응

하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율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中華人民共和國增値稅暫行條例) 및 

그 실시세칙이,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잠행조례(中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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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共和國營業稅暫行條例) 및 그 실시세칙이 한국의 부가가치세법령에 대응

하여 일반 소비세의 과세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모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국 원천 배당소

득에 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부 및 그 범위가 문제되는 본 연구

에 있어 주로 문제되는 법원은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가 될 것이며, 한

국의 거주자가 중국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개인소득세

법과 그 실시조례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인 거주자가 중국 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기업소

득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 구조가 대동소이하므로 우선 본 연구의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나. 종래 외상투자기업법의 규정

  1)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준별 등

   한편 2007년 1월 제10기 전국인민대회 제5차 회의를 통해 기업소득세법

을 심의․통과시켜 위 법이 2008. 1. 1. 시행됨으로써 기업소득세 체계를 대대

적으로 손질하기 전에는 외자기업18)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

18) 본 연구에서 외자기업이라 함은 ‘중국에서 설립된 중국과 외국자본의 합작기업(중외합자경영기
업), 중국인과 외국인의 합작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자본기업(외자기업)’을 의미하는 외상
투자기업과,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으로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제조
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거나, 비록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중국내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의 경제조직’을 의미하는 외국기업을 포함한다. 외상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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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을, 내자기업19)에 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기업

소득세잠행조례’를 각 적용하도록 근거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었고, 행정법규 

및 부문규장 또한 내외자기업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었다.

  그 규율 내용에 있어서도 내자기업의 경우 세율이 33%인 반면20), 외자기

업의 경우 15% 또는 24%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거나21),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

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윤을 내기 시작한 연도부터 첫해와 두번째 해의 소

득세가 면제되며, 3년부터 5년까지는 50%의 감면이 허용되는 등22) 외자기업

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었다.

  2) 외국기업이 중국원천 배당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법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규정

하고 있었는바,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원천 배당소득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국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내 원천으로 부터 

이윤23),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소득을 얻거나, 중국내에 시설이

나 장소가 있지만 동 소득이 동 시설이나 장소와 실질적인 연관이 없는 외

국기업‘은 동 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업법 제2조.

19) 본 연구에서 내자기업이라 함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의미한다. 중화
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 제1조.

20)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 제3조.

21) 외상투자기업법 제7조. 

22) 외상투자기업법 제8조. 이를 두고 통상 ‘2免3減‘이라 하였으나,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시행 당시 폐
지되었다.  

23) 여기에서의 이윤은 ‘투자비율, 주권, 주식 또는 기타 비채권 관계의 이윤배당권리에 근거하여 취
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이하 ‘외
상투자기업법 실시세칙’이라 한다) 제60조}, 이는 배당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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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외상투자기업법 제19조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부터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사례와 같은 경

우 한국 모회사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80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원천징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의 적용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기업소득세법의 규정

  1)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통일적 규율

   2008. 1. 1.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은 기존의 외상투자기업법 및 중화인

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를 각 폐지하여24) 종래의 내․외자기업 구분 체계

에서 탈피하고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

   그 규율 내용에 있어서도 기업소득세율은 내․외자기업 구분 없이 25%로 

단일화 되었고(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1관25)), 외자기업에 대한 2免3減 등 직

24) 기업소득세법 제60조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그리고 1993년 12월 13일 국무원에서 
반      포한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는 동시에 폐지된다.

25)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25%이다.

    다만 중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주민기업이 취득하는 일정한 중국원천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소영영리기업(중소기업)과 고신기술기업(첨단기술기업)의 경우에
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20% 또는 1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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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세제혜택은 폐지되었으며,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내․외자기업의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는 것을 개정 골자로 하였다26).

  2) 외국기업이 중국원천 배당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기업소득세법은 제3조 제3관(款)27)에서 ‘비주민기업28)이 중

국 내에 사업장(机构, 場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장은 있으나 취

득한 소득과 당해 사업장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내의 원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에

서 ‘비주민기업이 이 법 제3조 제3관에서 규정한 각종 소득을 취득하고 납

부해야 할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를 실시하며 지급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비거주민기업이 본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한 소득이 있

는 경우 그 적용세율은 2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업소득세법 제4조 2

관).29)

26) 기업소득세법 제4장 참조.

27) ‘관(款)’이라 함은 한국 법령체계상 ‘項(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중국법률관련 한국 문헌에서는 
이러한 ‘관’을 곧바로 ‘항’으로 의역하여 설명을 하면서 ‘항’또한 ‘호’로 의역하거나, 그대로 ‘항’으로 
설명하여 ‘관’과 ‘항’을 혼용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령에서와는 달리 아라비아 숫자
등을 앞에 따로이 두는 것이 아니라 각 관(款)별로 단순히 줄을 바꾸어 서술함으로써 구별이 행하
여지고 있고, ‘項(항)’은 같은 관(款) 내에서 나열하는 각 항목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중문(中文) 

숫자로 구별짓는 방식으로 한국 법령체계상 호(號)에 대응하여 별도로 사용되고 있으며(기업소득세
법 실시조례 제14 내지 22, 26조 각 참조), 한국 법령체계에서와 같이 별도로 호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행정법규는 내용의 필요에 근거하여 章(장), 節(절), 條(조), 款(관), 項(항), 目(목)으로 분
류하고, 장, 절, 조의 순번은 중국어 숫자로 차례에 맞게 서술하여야 하며, 관은 순번이 필요 없고, 

항의 순번은 중국어 숫자로 괄호를 이용하여 차례에 맞게 서술하며, 목의 순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차례에 맞게 서술한다(행정법규제정절차조례 제5조 제2관).

28) 비주민기업이라 함은 주민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외국(지역)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관도 중국 경내에 없지만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가 설립되어 있거나, 중국 경내에 기
구, 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경내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업소득
세법 제3조 제2관.

29) 비주민기업이 이 법 제3조 제3관에 규정한 소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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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이하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라 한다) 제91조는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출하여 취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비주민기업이 기업소득세

법 제2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취득한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30), 종래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

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였던 규정을 폐지하

고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한중 조세조약의 규정

  1)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

   한편 1994. 9. 28 발효된 한중 조세조약31)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

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5%,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2). 

30) 한국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을 따로 두어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과 제한세
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대응하는 
법률 및 위 규정에 대응하는 규정을 따로이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기업소득세법 제58조는 ‘중
화인민공화국과 외국정부가 체결한 세수관련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른 규정을 한 경우 협정의 규정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에 대한 중국원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한중 조세
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31) 이는 한국어본, 중국어본, 영어본이 모두 정본으로서의 효력을 갖되, 해석의 상이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영어본을 우선하도록 하였다. 같은 조약 제1의정서(1994. 9. 28.) 참조. 

32)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
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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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약 규정에 따라 중국 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실

질적 수익자인 한국 모회사의 경우 위에서 본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한국 모회사가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당소득 80의 5%인 4가,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10%인 8이 각 원천징수될 것이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또한 한중 조세조약33)은 제2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33)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은 각 체약당사국의 언어로 된 본과 영어본을 각각 정본으로 
하되(영어권 국가의 경우에는 한국어본과 영어본), 해석상 상이가 존재할 경우 영어본이 우선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중 조세조약 또한 한국어본과 중국어본, 영어본이 모두 원본으로서의 지위
를 가지나, 해석상의 상이함이 존재할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한중 
조세조약의 규정을 인용할 경우 한국어본을 인용하되, 필요에 따라 중국어본과 영어본을 별도로 제
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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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

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

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

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

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

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

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

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

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34)35)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

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즉, 한중 조세조약은 제23조 제1항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3항에서 간

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어 중국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하

34)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중국어본은 다음과 같다.

三、本條第一款和第二款所述在締約國一方應繳納的稅額，應視爲包括假如沒有按照該締約國爲促進經濟發

展的法律規定給予减免稅或其他稅收优惠而本應繳納的稅額。

   本款中，在第十條第二款、第十一條第二款和第十二條第二款的情况下，該項稅額應分別視爲股息、利

息和特許權使用費總額的10%.

35)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영어본은 다음과 같다.
3. The tax payable in a Contracting State mentioned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but for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ax reduction, exemption or other tax incentives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ax shall be deemed to be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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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1항 괄호의 규정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에도 2004. 12. 31.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소위 

일몰규정을 두었으며, 2004. 12. 31.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

지 아니하였다. 

  3) 제2의정서의 규정

   한편 2006. 7. 4.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한중 조세조

약 제2의정서‘라 한다) 제4, 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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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

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

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

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

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

야 한다.“ 

제5조36)37)

 1. 협정 제23조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

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

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

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제4항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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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23조 제1항 가목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

제를, 같은 항 나목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같은 조 제3항에서 간주외

국납부세액공제를 각 규정하여 중국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하였고38),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몰시

한을 2014. 12. 31.로 연장하였으며39),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가 실효된 2005. 1. 1.부터 위 제2의정서 발효일

인 2006. 7. 4.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질 수 

36) 영문본은 다음과 같다.
1.  Paragraph 3 of Article 23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replaced by the following and shall 

have effect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starting from January 1st, 2005: 
    "3. The tax payable in a Contracting State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but for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ax reduction, exemption or other tax incentives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ax shall be deemed to be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2, respectively." 

2. Paragraph 4 of Article 23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37) 一、刪除協定第二十三條第三款，以下列表述代替，幷將适用于2005年1月1日開始之后的十年期間：4

“三、本條第一款第（一）項和第二款所述在締約國一方應繳納的稅額，應視爲包括本應繳納的，但按該締

約國爲促進經濟發展的法律規定給予减免稅或其他稅收优惠而未繳納的稅額。本款中，在第十條第二

款、第十一條第二款和第十二條第二款的情况下，該項稅額應分別視爲股息、利息和特許權使用費總額

的百分之十。”

二、刪除第二十三條第四款。

38)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47(2007. 12. 18.)는 2006. 7.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
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의의 제2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
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것
이라 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일을 밝힌 바 있다.

39) 다만 제6조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6조 
   협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동 조항에서 언급하는 소득을 취

득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한 후에 다음을 참작하여 제23조제3항의 혜택을 동 거주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적
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가. 어떤 인에 의하여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혜택을 위하여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이용할 목적으
로 어떠한 합의가 맺어졌는지 여부, 또는 

    나. 어떤 혜택이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
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다. 협정이 적용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사기, 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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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40).

 마. 중국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변경

  위와 같은 근거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2008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인투자자

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

었으나, 2008 사업연도 이후에는 중국 자회사가 배당을 지급할 때,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6. 7. 3.까지는 면제된 세액(5% 또는 10% 세율을 적용한 분) 상

당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2006. 7. 4.부터 2007. 12. 31.까지는 그에 더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

는 기업소득세 상당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각 공제 가능하였다.

  그러나 2008. 1. 1.부터는 배당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는 관계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 총 배당액의 5% 또는 10% 상당

이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기업소득세 상당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각 공

제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40)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78(2007. 8. 2.)는 2006. 7.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
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의의 제2의정서” 제5조는 동조 제1항
에 의하여 2005.1.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이라 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
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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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

항 2문에서 정한 10%의 세율, 즉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 간주되

는 세율’에 따른 세액과 실제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산출한 후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 간의 차액을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41)

3. 차등적 제한세율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

 가. 과세관청의 입장 변경

  1) 종래의 입장

   가) 기업소득세법 시행 전에 관하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1. 1.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되고 외상투자기

업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사례에서와 같이 중국 자회사가 한국의 모회사에게 

중국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20%의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였고, 그 면

제된 세액을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

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로 보아 간주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41) 논문 작성일 현재 이에 대한 법리해석이 처음으로 문제된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74호
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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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공제 범위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은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

항42) 및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43)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의 목적상 배당소득에 대한 중국의 원천징수)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

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들어 제한세율 10% 적

용대상 기업인지44) 5% 적용대상 기업인지45)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규정에 

따른 10%의 세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나) 기업소득세법 시행 후에 관하여

     2008. 1. 1.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된 후에도 과세관청은 당초‘중국 자회

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

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받아 중국 내에서 원천

징수될 것이고, 이를 국내에서는 직접 납부한 5%에 대해서는 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통해, 그리고 한중 조세협약 제2의정서 제5조에 의하여 간주납부

세율 10%와 실제 원천징수세율 5%의 차액은 중국에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이라 하여46), 제한세율 5%

가 적용되는 경우 간주납부세율 10%와의 차이인 5%에 관하여도 간주외국납

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47) 

42)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서 정한 일몰시한인 2004. 12. 31.이 도래하기 전

43)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연장시기로 지정된 2005. 1. 1. 이후

44) 이에 관한 행정해석례로는 법인46012-1712(2000. 8. 8.) 등.

45) 이에 관한 행정해석례로는 법인46012-394(2001. 2. 20.), 서이46017-10394(2001. 10. 22.), 

법인 46012-3455(1997. 12. 30.) 등. 외상투자기업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원천징
수를 면제받은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5%의 제한세율 대상인 
경우에도 10% 세액에 대한 공제신청을 인정하였던 과세관청의 실무에 따라 그에 대한 불복사례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74 사건의 사안에서도 중국 자회사의 100% 지분
을 보유한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의 2007 사업연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을 지급받
은 데 대하여 10%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였다. 조심2012서2677 (2012.12.03.) 참조.

46) 국세청,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8., 국세청, 국세, 2007. 6., 51면도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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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의 입장

   그러나 과세관청은 2011년 발간한 자료를 통해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경우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25% 미만 보유시 10%)를 적용받아 중국 

내에서 원천징수될 것이고, 이렇게 원천징수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다만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받은 

것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

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되는 2008년 이후에는 간주외국

납부세액이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하라고 밝혔다.

   결국 제한세율 5%가 적용되는 경우 간주납부세율 10%와의 차이인 5%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이고48), 이에 기존의 실무례에 따라 10% 세액 전부를 공제신청하

게 되면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다.49) 

47) 과세관청이 발간한 자료는 재정경제부 국제조세-159(2004. 3. 17.), 서이-1445(2005. 9. 8.) 두 
건의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행정해석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
부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필 조세조약‘이라 한다)

의 해석에 관한 것이고, 한필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과 한중 조세조약의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아래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그 규정 형식과 문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들 해석을 위와 같은 한중 조세조약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48) 국세청,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1. 314면 참조. 국제세원-437(2011. 9. 19.)

49) 그러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6374

호. 판결. 현재 하급심에서 납세의무자가 승소하고 과세관청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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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단의 기준

   위 각 행정해석의 당부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 및 범위를 판단

하기 위하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 이중과세방지장치의 취지 및 

요건, 배당소득의 과세구조 및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의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각 제도의 취지에 모두 부

합하는 조화로운 해석이 도모되어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 위 각 사항 및 간

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조약의 규정들에 대해 검토하겠다. 

 나. 중국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1) 배당소득50)의 의의

   배당을 이자, 사용료소득 등과 본질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이는 통상 출자자(주주 또는 사원)가 법인으

로부터 그 투자비율에 따라 받은 이익을 의미한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한국 세법상 배당소득이란 특

정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을 의미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 내지 8

50)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을 모두 합하여 통상 투자소득이라 한다. 국제조세에서 이들의 공
통점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과세를 모두 인정하되, 원천지국 과세에 있어서는 제한세율을 적용
한다는 것이다.



- 25 -

호),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포함하며(소득세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위 각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

품이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의 이익 또한 배당으로 본다(같은 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3항). 

   이에 중국 자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등과 인정배당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 

4호, 같은 조 제2항 참조),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

액도 이에 포함되게 된다(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한편 한중 조세조약에서 배당이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profits)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

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

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company)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을 의미하고(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51), 기업소득세법상 배당(등 지분

투자수입)은 기업이 지분투자를 통해 피투자자로부터 취득한 수입을 의미한

다(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4항52),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17조 제1관53)).

51) 영문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52) 제6조
    수입총액은 기업이 화폐 또는 비화폐로 취득한 다음과 같은 모든 수입액을 포함한다.

    (4) 배당 등 지분투자수입(股息, 紅梨等權益性投資收益)

5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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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중국원천 특정 소득이 배당소득인지에 관한 판단은, 한중 조세조약

에서 직접 배당소득으로 규정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원천지국인 중국의 세법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고54), 기업소

득세법상 과소자본세제는 과다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은 그대로 유

지하되 비용공제만을 불허하는 입장에 서있으므로, 중국 자회사에 대한 과다

차입금의 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를 할 것은 아니

다.

  2) 배당소득의 원천

    주민기업은 전세계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나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1관), 비주민기업이 중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

우에는 사업장이 취득한 중국 내 원천소득 및 중국 외에서 취득한 소득 중 

사업장과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관). 

   이 때 비주민기업은 중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

장은 있으나 취득한 소득과 당해 사업장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관), 

배당 등 지분투자소득에 있어서 중국내와 중국외의 원천소득은 ‘소득을 분

배하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한다.55)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4항에서 말하는 ‘배당 등 지분투자수입’이란 기업이 지분투자를 통해 피투
자자로부터 취득한 수입을 말한다.

5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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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배당의 원천이 된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고려 

없이 배당지급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원천을 구분하는 입장은 

한국 법인세법과 한중 조세조약의 경우도 동일하고, 사례 1의 경우와 같이 

중국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국원천 배당소득으로 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3) 수익적 소유자

   한편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규정은 그 배당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일 

것을 전제하고56),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배당의 수취인인 거주자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점57)에 비추어, 중국 기업으

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이 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

우에만 세액공제 기타 한중 조세조약상의 조세우대조항이 적용될 것이다58). 

  4)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경합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자본투자에 있어 배당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원

천지국과 그 배당의 지급을 받는 투자자의 거주지국이 상이함은 어찌보면 

예정된 일일 것이고, 그러한 배당소득의 과세에 있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55)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7조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중국내와 중국외의 원천소득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4) 배당 등 지분투자소득은 소득을 분배하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한다.

56)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본문. 각주 30 참조.
57)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1조, 제6조. 국가세무총국 <關于中韓稅收協定第二議定書有關條款解釋

的通知(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관련 조항의 해석에 관한 통지)> [國稅函(2007) 334号]

58) 다만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수익적 소유자
의 개념에 관하여는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8구합4213 판결 및 안경봉·장월하, 한·중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국민대학교출판부, 2011, 475 내지 5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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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과세권 조정이 문제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천지국의 배타적 배당과세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

여질 수 없고, 나아가 일부 국가는 배당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며, 반면,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은 거주자인 회사가 비거주회사

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59)

   그러나 반대로 배당을 지급받은 투자자의 거주지국이 배당소득에 대해 

배타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실현 가능하지

는 않은바, 투자소득으로서의 배당소득의 특성상 거주지국 과세가 더 적합할 

것이지만, 원천지국에서 모든 배당과세를 포기하는데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

을 지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60)

   이에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

급하는 경우61)를 비롯하여 투자소득으로서의 실질이 강한 이자, 배당, 사용

료 소득의 경우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모두 인정하되,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그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된 

원천지국 과세를 거주지국 과세에서 고려하는 방식으로 과세권의 배분․조정 

및 국제적 이중과세방지의 기본 틀이 구성되었다.

  5) 제한세율

59)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OECD publication, 2010. 186면.

60)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OECD publication, 2010. 186면.

61) 따라서 배당소득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일방체약국의 다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그 지급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약국 간 과세권 조정을 통해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조세조약의 해석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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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제한세율(limited tax rate)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의미하는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2호),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법

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배당소득의 원천지국인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한도로 작용하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과세권 조정을 통한 이중과세 방지의 기능을 한다. 

   즉, 자본수출국 입장에서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자 할 것이고, 자본수입국의 입장에서는 거주지국의 과세권

을 제한하고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자 할 것이나 한편 자본유치의 목적에 있어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무작정 확

대하기만은 곤란하게 되는 등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상존한

다. 

   이와 같이 국가간 상반되는 입장을 고려하여 OECD 모델 조세조약62)과 

이를 기초로 한 조세조약들에서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모두 인

정하여 양 당사국에 배분하되, 원천지국에 대하여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의 한도로 국내법상의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한편, 거주지국

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 소득면제(OECD 모델 조세

조약 제23-A조) 또는 세액공제(OECD 모델 조세조약 제23-B조)를 통해 이중

62)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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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지국의 과세권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나) 제한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관계

    따라서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배당소

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어느 범위 내로 제한할 것인가, 즉 제한세율

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와 거주지국에서 타방체약국 원천 배당소득

에 대하여 어떠한 이중과세 방지장치를 둘 것인가이다.

    따라서 조세조약 체결과정에서 각국은 제한세율의 수준을 먼저 설정한 

뒤, 그에 따라 이중과세방지 장치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히 그 인정범위 

및 한도에 대해 고려하게 될 것이므로, 제한세율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한 

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에 이르기는 어렵다 생각된다.

   다) 제한세율에 대한 조세조약의 규정 방식

    OECD 모델 조세조약은 제10조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5%의, 기타의 경우에는 15%의 각 제한세율

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63), 다수의 조세조약에서는 위 규정형식에 따라 배당

63) ARTICLE 10(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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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적 소유자가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율의,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율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익적 소유자의 지분이 25% 이상인 전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국 과세권의 범위를, 그렇지 않은 후자의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권의 범위

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이고, 각 제한세율은 조약별로 상이하

나 통상 5 내지 15%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의 제한세율

을 규정하거나64) 3단계의 차등적 제한세율을 규정하는 예도 있다65).

    한편 제한세율을 2단계로 예정하여 둔 것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지

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통상 원천지국의 자회사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 거주지국의 모회사인 경우가 다수이고66), 이와 같은 경우 

원천지국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거주지국 모회사의 주주가 배당소득을 지

급받기까지 수차례의 반복과세가 예정되어 있는 점67) 및 국제적 자본투자의 

촉진의 필요성을 특히 고려하여 낮은 제한세율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지분의 25%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타

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이에 상대적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64) 한-브라질 조세조약, 한-쿠웨이트 조세조약이 대표적이다.
65) 한-이스라엘 조세조약이 5%, 10%, 15%의 3단계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66) 이러한 측면에서 이를 법인 간 배당, 그 외의 경우를 기타 배당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용섭․이동

신, 국제조세, 세경사, 2012. 264면.

67) 예를 들어 사례 1의 경우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중국 자회사인 을에 대해 기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한국 모회사 갑에 배당함에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및 거주지국의 과세가 별도로 이
루어지며, 갑의 주주가 당해 배당소득을 포함한 갑의 소득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음에 있어 재차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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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제한세율을 예정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되, 다만 배당소

득의 원천이 된 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15% 이상

의 제한세율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한다.68) 

  6)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익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령의 규

정에 근거하여 그 소득 또는 수익을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

여야 할 세액을 과세권자를 대신하여 징수․납부하는 제도로서 탈세방지, 조

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정부재원의 평준화, 징수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화, 납

세의무자의 세 부담 분산이 그 주된 기능이다.

    사례의 경우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국와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이 달라

지게 되는 국외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임

을 전제로- 원천지국의 징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거주지국으로 소

득이 이전되기 전 단계에서 조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되

고 있다.

   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중국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구조를 살피기에 앞서, 한중 조세

68)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OECD publication, 2010.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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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해석에 있어 양 당사자국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바, 우선 외국기업에 지급되는 한국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기업의 원천징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방식

     우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69)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종합과세 신고납부대상(법인세법 제91, 92조 각 제1항, 제97

조), 후자의 경우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대상이고(법인세법 제98조), 양자 

공히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70), 대체로 법인세액의 10% 상당인 지

방소득세71)는 별도로 산출된다(지방세법 제96조, 제89조 제1항). 

    따라서 통상 총 배당소득의 약 22%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될 것이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제한세율을 둔 국가의 거주자인 기업에 대

하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이

루어지게 된다(법인세법 제98조의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 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69)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율된다.

70) 다만 전자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95조에 따라, 후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71)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종래 조세조약에서는 이를 주민세라 표현하였으나, 이
는 지방세법의 개정 후의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의미한다 볼 것이고, 다만 본 연구에서는 조약의 해
석이 문제가 될 경우 그 조약상 용어에 따라 주민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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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의 세율을 적

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제한세율의 적

용을 구하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98조의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5, 제138조의 7).

 

    한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

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지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며, 납세지는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 원천징수시기는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

로 지급하는 때이다(법인세법 제98조, 제98조의 5).   

    (2)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각종 비과세 

금융상품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72),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조특법 

제88조의 4 제9항) 등 대부분의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그 소득귀

속자로 예정한 것으로서 외국거주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별도로 논할 실익이 

없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내지 4의 각 규정에 따른 감면사

72) 조특법 제87조에서 정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제88조의 2에서 정한 생계형저축, 제91조의 9에서 
정한 장기주식형저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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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5 내지 7년간 국세 및 지방세를 100% 또는 

50% 감면하고, 위 기업의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배당액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

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법규-3785, 2006. 9. 13.).

     따라서 위와 같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외국투

자가의 거주지국이 한국과의 조세조약을 통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

한 경우라면, 당해 감면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거주자인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 중국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중국원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비주민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

관73)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

여야 하고 지급자74)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번 지급75)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지급해야 할 시점에서 지급하거나 기한만

료로 지급해야 하는 대금76)에서 공제한다(기업소득세법 제3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

73) 비주민기업이 중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장은 있으나 취득한 소득과 당
해 사업장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74) 여기에서의 지급자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비주민기업에게 직접 관련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단위 또는 개인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104조).

75) 여기에서의 지급이란 현금지급, 우편송금, 계좌이체 및 지분의 대체지급 등 화폐성 지급 및 비화
폐성지급을 모두 포함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5조 제1항).

76) 기한만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이란 지급자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원가 및 비용을 인식하여
야 하는 미지급항목을 말한다(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10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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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소

득발생지77)에서 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

무기관이 납세의무자의 중국 내 다른 수입의 지급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에서 납부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조).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매번 공제하는 세금은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7

일 내에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동시에,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보고표를 제출해야 하며(같은 법 제40조), 이후 비주민기업이 자국

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 원천징수 보고표를 포함한 납입증명

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7)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와 같이 중국 자회사가 한국의 모회사에게 배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중국 자회사로서는 배당금 총액의 5%(또는 10%)인 4(또는 8)을 원천징

수하여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국고에 납부하면서 원천징수 보고표

를 제출하게 되고, 그 납부세액을 한국 모회사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게 된

다. 

   다만 이와는 달리 중국 내 지점이 한국의 본점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지점세가 별도로 부과되지는 않게 되므로 별도의 세액

이 납부되지는 아니하고, 한국 거주자인 개인이 중국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

77) 원천징수의무의 기준이 되는 소득발생지라 함은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7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
라 판단하고, 중국 내에서 여러 장소의 소득 발생지가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
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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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사례에서와 같이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것이

다78). 

 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79) 일반

   가) 의의

  

    내국법인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 자회사 또는 지점 등을 두고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에서 법인세 

기타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주지국인 한국

에서도 법인세가 부과된다.

    사례와 같이 한국의 기업이 외국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당해 원천지국에서 배당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80) 

78)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제1조 제2관,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5조 제
(五)항, 제35조, 제37조. 기업소득세법의 경우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다만 거주자가 직접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례에서와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79)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모두 이를 채택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법인세법의 경우를 위주로 전개
하되, 다만 소득세법의 규율이 법인세법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경우만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80) 그 외 거주지국 과세의 경합에 따라 이중과세가 발생하기도 하나, 이는 거주자 판정에 관한 문제
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천지국 과세의 경합에 따라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 또한 소득의 원천지 판정에 관한 문제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하에서는 사례의 경우와 같이 거주지국 과세와 원천지국 과세가 경합하여 발생하는 국제적 이중과
세를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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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중국이 이중과세방지장치를 두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중국 자

회사인 을은 20X2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20을 납부함과 아울러 

이를 재원으로 한국 모회사인 갑에 80을 배당하는 경우를 예로 생각해 보자.

   그와 같은 경우 중국 자회사 을은 배당소득의 원천지국인 중국에 481)를 

원천징수․납부하게 되고,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한국 모회사 갑은 다시 거주

지국인 한국의 법인세로 16을 납부하게 되어,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4에 상당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바, 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경우 등과 비교하여 불합리하다 생각된다82). 

   이와 같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법인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외국

에서 납부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은 제57조에서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하여 법인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83)

81)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경우이다.

82) 이를 재원으로 다시 한국 모회사 갑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그에 관하여는 배당소득가 이루어지게 되어 그 불합리가 가중되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가 논의를 생략한다. 

83) 중국의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23, 24조에서는 세액공제방법 만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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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

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에 따르면 위의 예에서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8을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하게 되므로, 배당소득의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나) 세액공제의 태양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은 ① 공제받을 세액이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직

접 납부된 경우에 적용됨은 물론(이하 이를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

다) 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

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지기도 한다(이를 ‘간주외국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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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공제’라 한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한편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

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바, 이를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한다(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각 자회사형식과 지

점형식의 국외 투자간 형평성 제고, 외국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의 실효

성 보장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위해 별도로 도입된 것으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 

    또한 그 채부 및 적용 방식에 있어서도 각국이 입장을 달리하고, 대한민

국의 경우 또한 이를 순차적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적용 요건

을 수차례 변경한 바 있다.84)

   다) 세액공제의 절차

8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4
항을 통해 도입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해외투자구조 지분요건에 관한 제한을 10%까지 완화하
고, 종래에는 조세조약상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규정상 조세조약상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직접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을 통해 처음 도입되어, 조약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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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함과 동시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외국납부

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 통지

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중국원천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보고

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

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

우에도 위와 같다(같은 조 제5항).

   한편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호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법인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

여야 할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및 그 부표 5(각 가지번호 

포함)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85)

  2)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가) 의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란 개발도상국 등 

85) 각 서식은 별지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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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입국이 자국의 경제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투자가에게 특별히 부여한 

조세감면 혜택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본수출국 등 그 외국투자가의 

거주지국이 그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감면받은 세액을 실제 납부한 것

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1953년 영국에서 그 도입논의가 시작되어 1961년 입법화되었고, 양자조

약 상으로는 1957년 미합중국-파키스탄 사이의 이중과세 방지조약에서 최초

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이를 채택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

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사례에서 중국 자회사 을이 한국 모회사 갑에 80을 배당함에 있어 중국

에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이 4, 감면받은 세액이 4라 할 때,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갑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 16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전자의 4를 

공제함과 아울러 감면받은 세액 4를 직접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공

제함으로써 한국에서 8을 납부하도록 하여, 원천지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감

면하여 준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나) 제도의 취지 



- 43 -

    이와 같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등 자본수입

국이 경제발전 촉진을 위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당해 자본수입국을 원천

지국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세유인조치로 이를 경감․면제하는 경

우, 그 감면된 세액을 당해 원천지국에서 실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

투자가의 거주지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조세감면효

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그 적용방식 및 효과에 있어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와 다소간의 견련성이 있을 뿐, 그 용어의 유사성과 같이 외국납부

세액공제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86), 실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가 다수이며, 개도국 

등 자본수입국 조세감면혜택의 실효성 보장에 그 취지가 있는 별도의 제도

로서 자본수입국은 그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은 통

상 반대의 입장이다.

   사례의 경우, 외상투자기업법 시행 당시 중국 자회사인 을이 중국원천 배

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었고, 한국 모회사인 갑이 80을 배당받음에 

있어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는 20%의 세율에 따른 16이며, 아래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과세권 분배 차원에서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4를 추가로 공제하지 않더라도 외국납

86) 영문상으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통상 foreign tax credit으로 지칭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
제도 deemed paid(indirect) tax credit이라 지칭됨에 반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tax sparing
으로 지칭되어 그 용어상의 유사성 또한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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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액공제제도가 방지하고자 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정하였다

면, 이는 중국에서 감면받은 세액효과를 타방체약국인 한국의 과세관청이 아

닌 감면받은 외국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시킴으로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것이다.

    결국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공제방식의 역효과, 

즉 원천지국에서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승인한 유인책의 효과를 감소시

키는 것을 방지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및 경제성장의 촉진을 꾀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다.87)

   다) 찬반 논의

    위와 같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본수입국 조세감면혜택의 실효성 

보장에 그 근본적인 취지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

우와는 달리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 아닌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단점들을 갖는 제도이므로 그 도

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즉, 감면받은 세액을 거주지국 모회사에 배당하는 데 있어 실제 납부한 

것과 같이 세액공제의 효과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자본수출국의 기업이 초과

이익을 본국으로 환수함을 촉진하고 재투자를 할 유인을 부여하지 못함으로 

87) Vanessa Arruda Ferreira and Anapaula Trindade Mrinho, Tax Sparing and Matching Credit: From 
an Unclear Concept to an Uncertain Regime,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Aug. 2013.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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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켜 제도 도입국의 경제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리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다88). 

    나아가 오히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절세전략 또는 조세회피에의 유

인을 제공하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모두의 세수기반을 약화시킨다거나 공

제여부 및 공제액을 산출함에 있어 타국인 원천지국의 법령을 검토하는 등 

행정적인 어려움만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89)

     이에 자본수출국의 입장에 있는 미국 등 다수의 OECD회원국들은 전통

적으로 위 제도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채택하지 아

니하거나, 기존에 이를 채택한 자본수출국도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의

정서를 통해 이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

택하지 않는 경향이다.

     이와 같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 자본수출국

의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자본수입국에 진출

88) 이와 달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발 또
는 촉진시킨다고 보는 견해로 전태영․변용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협약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2012. 참조.

89) OECD, Tax Sparing : A Reconsideration, 1998., p.14~ p.33.J.A.Hines Jr., Tax Sparing and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ries in International Taxation and Multinational 

Activity, pp. 41 and 64(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ch/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A Celine R. Desbordes & J. Mucchielli, Do Tax Sparing Agreements 

Contribute to the Attraction of FDI in Developing Countries? 14 Intl. Tax and Pub. Fin. 5. 

pp.543~562(2007): and J.C. Amico, Brazil :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ax Treaty 

Policy : the Tax Sparing Clause, 43 Bull. Intl. Fisc. Doc. 8/9. pp.408~411(1989), Journals 

IBFD. Vanessa Arruda Ferreira and Anapaula Trindade Mrinho, Tax Sparing and Matching Credit: 
From an Unclear Concept to an Uncertain Regime,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Aug. 
2013. p.39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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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 외국투자가에게 제공된 조세감면의 효과(제한세율에 따른 감면

세액 4)가 사실상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이전되는 결과가 야기되어 외국인투

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 취지가 몰각된다90). 

    이에 일부 자본수입국들은 감면된 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미국 

등을 거주지국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의 효과를 배제

하기에 이르렀다91).

    그러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소득을 자본소득인 이자

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제한하거나,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감면세액을 경

제개발 촉진 등의 특정 목적 하에 감면된 세액으로 한정하고, 공제시한 즉 

일몰규정을 두거나 남용방지 규정을 별도로 둠으로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로 인한 조약남용 등에 대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92)

   라) 요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조세조약 상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에서 

90) 예컨대 사례와 같은 경우 중국은 제한세율에 따른 4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받을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외국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자 당해세액을 감면한 것이나, 한국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위 감면된 세액 4를 한국의 과세관청이 추가로 납부
받게 됨으로써, 중국 진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전과 후 양국에 납부
한 세액의 총액에 변동이 없게 된다.

91)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과세된 세액을 soak up tax라고 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Treasury Regulations(미국재무부 시행규칙. 이하 TR이라 한다), Subchapter A, Sec. 1. 901-2.

92) OECD, Tax Sparing : A Reconsideration, 1998., p.4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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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그 요건을 달리한다(법인

세법 제57조 제3항).93) 

    또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이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

세권이 행사 가능함을 전제로, 원천지국의 특별한 법률 또는 조세조약의 규

정에 따라 특별히 감면되는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94). 

    예컨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는 조세협약상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기본통

칙 57-0...3).95)

   마) 효과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가 되면 당해 감면받은 세액을 실제 납부한 것으

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게 되며, 공제시기, 외화로 납부된 세액의 환

산시기, 공제한도 등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된다. 

    그러나 실제 납부되지 않은 세액을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에도 

9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종래 조세조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있었으나, 2011.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조약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94) 법인 46012-1806(1997. 7. 3.)

95) 서면2팀-1279(2005. 8. 10.), 국제세원-453(201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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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실제 납부된 

세액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간

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는 이상 세액공제 효과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는 등 입법론적인 검토를 요한다고 생각된다.96)

 라. 조세조약97)의 규정98)

  1) 한국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99)

   한국은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이 현재 81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위

한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발효되었고, 모든 조세조약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

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단,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가봉, 페루, 에콰도

르 6개국과의 조세조약이 서명은 되었으나 현재 발효되지 못한 상태이다. 

[표2: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3. 10. 25. 현재]

96) 이와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97) 이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명칭은 타방체약국의 명칭 
앞에 ‘한’을 그 뒤에 ‘조세조약’을 붙이는 방식으로 약칭한다.

98)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게재된 각 조세조약의 규정을 검토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 참조.

99) 2013. 10. 30. 현재를 기준으로 발효된 조약 및 의정서를 반영하였고, 이하 가나다순으로 나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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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100),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

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왕국, 바하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

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리비아, 스리랑카, 스

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

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영국, 오만, 오스

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

다,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태국, 터키, 튀니지, 파타마공화국,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2)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조약과 그 내용

 

   한국은 현재 31개국과의 사이에서 조약을 통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

도를 채택․유지하고 있고, 그 공제 허용국, 대상조세 등 공제의 요건 및 효과

에 대한 개요는 다음 [표3]의 기재와 같다.101)

[표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을 채택한 조약과 그 개요]

   

100) 표2에서 밑줄 친 8개국, 즉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미국,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 필리핀의 경우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서 주민세를 포함시키
지 아니하였는바, 이하의 모든 논의에서 주민세는 별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간주외국납부세액공
제 한도가 동일한 20%로 규정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한도
에 주민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실제 법인세 한도는 18.18%(공제한도 20%/ 1 + 지방세율 
10%)임에 반하여, 필리핀에서는 법인세 20% 한도에 주민세 2%는 별도로 규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당사국의 지방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선결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101) 다만, 연구의 목적상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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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체약국

공제

허용국

감면대상

조세 등

제한세율
간주공제 한도 등 적용기한

세율 지분기준

1 그리스
한국,

 그리스

경제개발

촉진 등102)

5%
25%이상

103) - -

15% 기타

2 뉴질랜드 뉴질랜드
경제개발

촉진 등
15% - - -

3 덴마크 덴마크

배당등,외자도

입법104)15, 

24조등

15% - - -

4
룩셈부르

크105)

룩셈부르

크

배당소득, 

주민세 별도

10% 10%이상 10% 이상 지분 보유시 

룩셈부르크 배당소득면제
-

15% 기타

5
말레이시

아

말레이시

아,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10% 25%이상

간주공제: 20%한도106) -
15% 기타

6 멕시코 한국
비과세,면제된

배당소득

0% 10%이상 배당소득: 

15%납부간주107)
-

15% 기타

7
방글라데

시

방글라데

시 ,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10% 10%이상 간주공제: 10, 15% 

한도108)
-

15% 기타

8 베트남 한국
외국인투자법등

경제개발촉진등
10% -

공제목적상 납부할 조세: 

배당소득: 10%간주

발효(94.9.9.)익년부터10

년

2005.1.1.부터 10년 연장

9 불가리아
불가리아,

 한국

배당 등, 

경제개발촉진등

5% 15%이상
간주공제: 10%한도 -

10% 기타

10 브라질
브라질

, 한국
- 10% -

공제목적상 항상 25%를 

납부한 것 간주
-

11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5% 25%이상
-

발효일(08. 12. 1.) 5년 

동안10% 기타

12 스리랑카
스리랑카

,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10% 25%이상
간주공제: 10%한도 -

15% 기타

13
슬로바키

아

슬로바키

아 , 한국

배당 등, 

경제개발촉진등

5% 25%이상
- -

10% 기타

14 싱가폴
싱가폴,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10% 25%이상 한국공제: 10, 15%간주

싱가폴간주공제: 위 한도
-

15% 기타

15 아일랜드
아일랜드,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10% 10%이상
간주공제: 15%한도 -

15% 기타

16
오스트리

아

오스트리

아

배당, 사용료, 

이자 등

5% 25%이상
간주공제: 15%납부 간주 -

15% 기타

17 요르단
요르단,

한국

특별투자유인조

치 등
10% - -

발효(2005. 3. 28.) 후 

10년간 적용

18 이스라엘
이스라엘,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5% 10%이상

- -10% 참고109)

15% 기타

19 이집트
이집트,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10% 25%이상
간주공제: 10%한도 -

15% 기타

20
인도

네시아

인도네시

아,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10% 25%이상
간주공제: 10%납부 간주 -

15% 기타

21 중국
중국,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5% 25%이상
간주공제: 10%납부 간주 2014. 12. 31.까지 적용

10% 기타

22 체코
체코,

한국

배당 등, 

경제개발촉진등

5% 25%이상
- -

10% 기타

23 카타르
카타르,

한국

주민세 별도,

-
10% - -

발효일(2009. 4. 

15.)부터 10년

24 쿠웨이트
쿠웨이트,

한국

특별투자유인

조치 등
5% - - -

25 터키
터키,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15% 25%이상 간주공제: 

15, 20%납부 간주110)
-

20% 기타

26 튀니지
튀니지,

한국

배당 등, 

경제개발촉진등
15% - 간주공제: 15%한도 -

27 파키스탄
파키스탄,

한국

배당 등, 

경제개발촉진등

10% 20%이상

간주공제: 15%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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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몰 규정에 따른 분류

    현재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조세조약의 경

우 대부분 일몰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다만 ① 베트남, 중국의 경

우 조세조약이 발효된 익년 1. 1.부터 10년간111), ② 카타르, 요르단의 경우 

조세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부터 10년간112), ③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조세조약이 발효한 처음 5년 동안113) 각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큰 베트남, 중국의 경우 의정서를 통해 그 적용시한을 

10년간 연장하여 2014. 12. 31.까지 그 적용이 있게 되었는바, 일몰기한 재연

장 여부 및 그에 따른 투자규모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02) 한-그리스 조세조약에서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액으로서 해당체약국에서 시행중인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 영어본으로는 ’the tax which 

is payable in that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but has not 

been paid in that State in pursuance of its tax incentives programm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이라 규정되어 있는바, [표3]에서의 ’경제개발촉진 등’이라는 표현은 이를 
축약한 표현이다.

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103)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
외)인 경우. 이하 동일하다.

104) 종래 외자도입법상 인정되었던 감면들은 1999. 5. 24.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05)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경우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취득하
는 경우, 룩셈부르크는 동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한다. 단, 동 법인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적어도 10% 이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법인의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조세감면조치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룩셈부르크에서의 배당소득을 면제하고 있다.

106)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20%로 설정하였다는 의미이다. 이하 [표3]에서 같은 의미
이다.

107) 실제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범위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15%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08)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따라 공제 한도가 10%, 15%로 달리 적용된다.

109) 일반법인세율보다는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 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의 경우 10% 제한세율
이 적용됨.

110) 단, 이자, 사용료, 배당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각 제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각 
낮은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으로 공제가 이루어진다. 한터키 조세조약 제22조 제2, 4항 각 다
목

111) 한베트남 조세조약의 경우 1994. 9. 9., 한중 조세조약의 경우 1994. 9. 28. 각각 발효하였으므
로, 양자 모두 2004. 12. 31. 적용기한이 만료되었다. 

112) 한카타르 조세조약은 2009. 4. 15., 한요르단 조세조약의 경우 2005. 3. 28. 각각 발효하였다.

113) 한사우디 조세조약은 2008. 12. 1.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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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제 허용국에 따른 분류

    ① 다수의 조세조약이 상호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② 뉴질랜드, 덴마

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5개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한국에서 납

부한 조세의 타방체약국에서의 공제만을 허용하고 있고114), ③ 멕시코, 베트

남, 필리핀 3개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당해 타방체약국에서 납부한 조세의 

한국에서의 공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 제한세율에 따른 분류

    ① 뉴질랜드, 덴마크, 베트남, 브라질,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9개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5%~ 15%의 단일 제한세율을 규정

하고 있으나, ② 다수의 조세조약은 OECD모델 조세협약 제10조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 중 적

어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법인{조합(partnetship)은 제외}인 경우

와 기타의 경우를 구분하여 2단계의 차등적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③ 이스라엘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분별로 3단계의 차등적 제한세

율을 규정하고 있고, ④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분별로 10%, 25%로 2

단계의 차등적 제한세율을 규정하되, ‘필리핀 거주자로서 투자위원회에 등

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

114)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한국에서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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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5)

    한편 ⑤ 한-브라질 조세조약의 경우와 같이 제한세율의 최혜국조항이 

존재하는 경우116), 이후 다른 국가들과의 조세조약을 통해 더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정하게 된다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에도 불구하고 그 더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제한세율의 적용에 있어 최혜국조항의 

존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등에 따른 분류

    ① 그리스, 뉴질랜드,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요르단, 이스

라엘, 체코, 카타르,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핀란드 13개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한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②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스리랑카, 아일랜

드,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8개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한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③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필

리핀 8개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 세액을 특

115)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

116) 한브라질 조세조약 의정서 제3조 
   제10조 및 제 12조에 관하여, 브라질이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에 소재하

지 아니하는 제3국간에 체결되는 협약에서 브라질의 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라틴아메
리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제3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이윤 또는 사용료에 대한 브라질의 
세율을 15퍼센트 미만으로 경감하는 데에 합의할 경우, 동제3국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세율이 이 
협약의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언급된 배당, 이윤 및 사용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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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117), ④ 한싱가폴 

조세조약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규

정한 각 제한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싱가폴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할 경우에는 그 각 제한세율을 공제한도로 하여 각 공제가 이루어진

다. 

    한편 ⑤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에서는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 기업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즉 룩셈부르크의 거주자인 기업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한국 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조세감면조치 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룩셈부르크의 

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위 ②, ③의 경우에도 
공제한도 또는 공제간주를 규정하는 형식은 각각의 조세조약별로 차이가 

있다.

   마) 감면대상 조세에 따른 분류

    ①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배당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경제개발 촉진 

등을 위한 조세감면 조치118)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② 브라질, 오스트리아, 카타르, 포르투갈, 필리핀 등 5개국

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조세감면 조치의 목적, 대상 등에 관한 고려 없이 간

117)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목적상 납부할 세액을 간주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예(다수의 조세조약이 그러하다)뿐만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원칙을 규정
한 조항의 목적상 일정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예(한브라질 조세조
약,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경우 등)도 있다.

118) 덴마크, 핀란드와의 조세조약에 있어서는 덴마크, 핀란드에서의 공제만을 허용하되, 한국의 외자
도입법 제15, 24조(다만, 동 규정이 이 협약서명일 현재 시행중이었으며 서명일 이후에 개정되지 
아니했거나 또는 개정되었다면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
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앞으로 허여할 수 있는 기타 규정(다만, 동 규정이 이후에 개정되지 
않거나 또는 동규정의 일반적인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않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경우이어야 한
다)에 따른 조세감면이 이루어졌을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허용한다. 한덴마크 조세조
약 제21조 제4항,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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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119).

    또한 ③ 한-멕시코 조세조약의 경우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세

감면일 경우에 한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의 적용을 긍정하며120), ④ 일몰 시

한 도래로 인하여 현재는 그 적용이 없으나 피지의 경우 호텔지원법 등 따

른 감면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바) 주민세 포함여부

  한편 룩셈부르크, 카타르, 필리핀 3개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대상이 되는 

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따라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주민세를 제외한 채 그 한도, 세율 등이 적용되고, 주민세

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율된다.

  3)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 경우

   한편 조세조약 체결 당시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을 두었으나, 조

세조약에서 정한 일몰시한의 도래 또는 사후에 의정서를 통해 따로 폐지 조

항을 두는 등의 사유로 현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 

경우는 아래 표4의 기재와 같다. 

119) 한파푸아뉴기니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서는 한국에 납부한 조세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주민세법과 농어촌개발특별세법의 명목으로 연간 또는 어느 기간 동안 부여된 조세의 면제나 경감
이 없었더라면 연간 한국의 조세로서 납부 되었을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120)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경우 한국원천 배당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조치의 유무 및 내용에 관
계 없이 룩셈부르크의 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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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일몰시한 도래 등의 사유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된 예]

순

번
체약국

공제

허용국

감면대상

대상조세 등

제한세율
공제한도 적용기한

세율 지분기준

1
네덜

란드

네덜

란드

외자도입법 

등에 따른 감면 

10% 25% 배당 

10%간주

121)

2003. 12. 31. 이후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부적용(제2의정서)15% 기타

2 네팔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5% 25%이상
-

2003. 12. 31. 이후 취득득부터 중지

간주공제한도상호합의10% 기타

3
노르

웨이

노르

웨이

경제개발 촉진 

등
15% - -

발효일(1984. 3. 3.) 이후 

10년(조약제22조)

4 독일 독일 -
5% 25% 제한세율납

부간주

2003. 12. 3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효력 중지(제23조) 15% 기타

5 모로코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5% 25%이상
- 2009. 1. 1. 이후 발생 소득 배제

10% 기타

6 몰타
몰타,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5% 25%이상
-

발효일(98. 3. 21.) 익년부터 10년간 

적용15% 기타

7 스웨덴 스웨덴 -
10% 25%이상 20%

납부간주
발효일(82. 9. 9.)부터 10년간 적용(조약)

15% 기타

8
스위스

122)
스위스

외자도입법 

등에 따른 감면

10% 25%이상
 10% 공제

조세조약상 일몰조항이 없었으나, 

2012. 7. 25. 의정서로 근거규정삭제15% 기타

9 알제리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5% 25%이상
-

2009. 1. 1.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미적용15% 기타

10 영국 영국
산업발전 촉진 

등

5% 25%이상
-

2003. 12. 31.이후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는 미적용15% 기타

11
우즈베

키스탄

우즈벡,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5% 25%이상 5%, 15%

로 간주

2004. 1. 1.이후 발생 소득에 대하여는 

미적용(조약)15% 기타

12
이탈

리아

이태리, 

한국

배당, 이자, 

사용료 등 감면

10% 25%이상 7.5%로 

납부간주

발효(92. 7. 14.)된 역년 다음 역년 1. 

1.부터 5년간(조약)15% 기타

13 인도
인도, 

한국

경제개발 촉진 

등

15% 20%이상 간주한도 

15, 20%
발효일(86.8.31.)부터 5년

20% 기타

14 일본 일본
경제개발 촉진 

등

5% 25%이상
-

2003. 12. 31.까지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조약)15% 기타

15 태국
태국, 

한국

경제개발촉진 

등
10% -

 간주한도 

10%
협약유효일(07. 6. 29.)부터 5년간,

16 피지 한국
호텔지원법 

등에 따른 감면

10% 25%이상
-

발효(95. 2. 17.)이후 5년 이내 발생하는 

소득15% 기타

17 호주 호주
10% 내 이자, 

사용료 감면
15% - -

서명(82. 7. 12.)된 역년후 제5역년의 6. 

30. 이후 발생된 소득에 미적용

121) 다만 위 15%의 세액과 ‘네덜란드의 산출세액 중 배당소득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에 상당하는 세액’을 비교하여 후자가 더 적은 경우 후자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지고, 이자, 사용료
수익의 경우에는 보다 더 복잡한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세액이 계산된다(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 간에 체결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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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조약

   종래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7조 제4항123)에서는 조세조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각 지분보유비율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하여 인정하였으므로, 

1995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1년까지는 조세조약에 

그 정함을 두지 않은 국가에 진출한 내국법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

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1년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세조약의 규정 유무와 관계없

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조세특례

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

우에는 5%)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였음을 요건으

로 법정산식에 따른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정비하였다124).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최소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

내지 5항 참조).

122) 스위스의 경우 의정서를 통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기 전에도 이자소득과 사용
료소득에 관하여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였을 뿐,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아
니하였고, 이마저도 2012. 7. 25. 발효된 개정의정서를 통해 적용을 배제시켰다. 

123)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
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
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
법인세액으로 본다.

124)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
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
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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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회사의 외국에서의 법인세납부액을 한국에서 공제하여 줄 근거로서 조

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을 둘 실익은 없어졌는바125), 다만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도국의 투자유치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법령개정에 따라 조세조약의 정함이 없이도 그 적용이 있게 하는 내용의 변

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을 둔 31개국과의 조세조약 중 간접외

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조약은 바레인, 덴마크, 룩셈부르크,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중국의 9개국과의 조세조약

에 지나지 아니하나,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에 다르면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체약국에 진출한 법인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게 되었으므로, 법령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 이상 조세조약상의 근거규정에 

별도의 규범적 의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차등적 제한세율 적용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 조세감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126)

  사례의 경우와 같이 차등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당사자국 사이에서 낮은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125) 다만, 서명시기와 발효시기 사이의 시간적 경과, 국내법의 개정 가능성, 타방 체약국의 국내법 규
정 등을 고려하여 한바레인 조세조약의 경우처럼 새로이 서명, 발효되는 조세조약에서도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기도 한다.

126) 엄격하게는 단일한 제한세율을 규정한 뉴질랜드, 덴마크, 베트남, 브라질,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
트,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9개국과의 조세조약은 논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
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 및 범위에 관한 검토의 필요가 있어 이를 논의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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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액과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간의 차액을 간주외국납

부세액공제의 목적상 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제한세율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제도적 취

지 및 논리에 비추어 합당한 결론을 우선적으로 도출해 낸 뒤, 이를 전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개별 조세조약의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조약별 

검토를 진행한 후 특히 한-중 조세조약에서의 중국 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태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범위는 배당소득, 특히 중국 원천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나, 그 검토 결과는 이자, 사용료소득에 관하여 차등적 제한세율

을 두는 조세조약 중 당해 이자,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감경분에 대하

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 한

도세율 또는 간주세율을 별도로 설정한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생

각된다127)128). 

  1) 논리적 검토

   가) 긍정하는 입장

127) 예를 들어 한-브라질 조세조약의 경우 7년 이상의 차관에 대한 이자소득의 경우 10%, 기타 이자
소득의 경우 15%, 상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25%, 저작권 기타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10%의 
각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면서, 위 각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20%
의 세율에 의한 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128) 그러나 그 논의의 구조는 배당소득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별도로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조약
의 검토까지 논의를 확장하지는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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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의 제한세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인간 배당에 있어서의 제한세

율을 기타 배당에 있어서의 제한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율한 것 자체가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분배에 있어 국제적 

자본투자의 촉진 등의 취지 아래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세율 중 낮은 세

율로 추가로 제한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는 법인간 배당의 경

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액 감면의 효과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위와 같은 차등적 제한세율 취지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타 배당의 경우와 법인간 배당에 있어서의 제한세율

의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촉진 등을 위해 법인간 배당에 대해 차등적 제

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조약규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

다. 

    이에 따르면 차등적 제한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과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것의 차액은 그 자체로 원천지국에서 감경된 조세라 하

여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거주지국에서의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본수출의 중립성이라는 명제 하에 거주지국의 보충적 과세권을 인

정하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불허하지 않는 이상, 법인간 배당의 경우 낮

은 제한세율을 별도로 정한 조세조약의 문언이 있다 하더라도 높은 제한세

율과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거주지국의 보충적 과세권을 허용해서는 아니된

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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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정하는 입장

    투자소득으로서의 배당소득의 본질상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이 행사됨이 

타당하고, 현실적인 고려에 따라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권을 인정하더라도 이

는 상호합의에 따라 정해진 제한세율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며, 배당소득

에 대한 제한세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각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

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한 것인바, 애당초 각 제한세율의 범위를 벗어

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천지국의 

조세감면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원천지국의 조세감면혜택은 그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서만 가능한 것이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거주지국의 과세가능액을 기준

으로 각 제한세율 상당은 원천지국에, 각 나머지는 거주지국에 배분되는 것

이어서 법인간 배당에 있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 범위 밖에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원천지국의 조세감면혜택 대상이 아니라 거주지국의 과세권이 행

사될 것으로 보류된 부분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한도, 즉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하였다면 그 제한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감면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법인간 배당에 있어 원천지국에 허용된 최고한도인 제한세율을 적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타 배당의 경우에 비해 조세감면이 있었다고 보아 간

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62 -

   다) 소결 – 부정설에 기반한 개별적 판단의 필요성

    원천지국에서 감면된 조세를 원천지국에서 실제 납부된 것으로 보아 직

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미와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의미하는 제한세율의 관계에 있

어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견 논리적이라 생각된다.

    즉, 법인간 배당에 있어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최고 한도로 제한되고, 각각의 경우 적용될 제한세율을 전제로 원천지국의 

조세 감면이 가능할 것이므로, 실제 적용될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넘는 부

분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정하는 견해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 

생각한다. 

    다만, 제한세율의 본연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제 몇몇 조세조약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목적상 ‘납부한 조세‘ 또는 ’납부할 조세‘를 일정

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간주하거나, 일정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

한 것으로 간주129)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이라 규정하여 

공제의 한도130)를 규정하는 다른 조세조약과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논리적 타당성만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세조약의 문언의 규범적 의

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생각된다.

129) 영문본에서는 통상 ‘tax shall always be deemed to have been paid at the following rates 

...’라는 문구로 표현되고 있다.

130) 영문본에서는 통상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라는 문구로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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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조세조약의 

경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같는 데 비추어, 조세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 및 

그에 따른 체결 과정에서 양 당사국, 특히 대한민국 당국이 상대방 체약당사

국에 원천을 두는 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문언을 두

었다면, 그 요건 및 효과가 차등적 제한세율,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전통

적 의미 및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언의 해석 및 효과

에 따라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한-싱가폴 조세조약의 경우 한국에서의 공제는 각 제한세율로 납

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되, 싱가폴에서의 공제는 각 제한세율을 한도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하여 소득원천별로 달리 규율

하고 있으며, 각 제한세율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율

로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세조

약도 존재하는바131), 이를 부정설의 논리적 입장만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세조약의 해석의 일반론

으로서 부정설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 또한 현실에 존재하는 조세조약의 문

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한세율의 규정과는 별도로 공제한도 또는 공제간

주에 관한 규정을 둔 체약국의 의사에 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인 조세

조약의 문언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을 도출해 낼 수밖에 없다 생각된다.

131)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한브라질 조세조약, 한필리핀 조세조약 등이 그러하다. 다만, 한파기스탄 
조세조약의 경우처럼 공제한도 또는 공제간주 조항이 조세조약 체결 당시의 제한세율로 규정되었
으나, 이후 제한세율 최혜국조항에 따라 제한세율이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 또는 공제간주 조항은 별도로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와 달리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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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차등적 제한세율을 예정한 경우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두

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 조세감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측

면에서 부정설의 입장을 견지하되, 과세권의 분배 및 조정은 제한세율 규정

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직접적으로 공제한도에 관한 규

정, 납부를 간주하는 규정 등을 두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

다.

   결국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제한세율 등의 개념 내지 과세권 배분

이나 자본수입국 투자유인조치의 실효성 담보 등이라는 제도의 취지 중 어

느 하나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각 체약국의 법원

(法源)으로 기능하는 각 조세조약의 개별적인 문언에 충실하게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되, 별도의 다른 정함이 없어 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

는 경우에는 이미 결론지은 대로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면 충분한 것이다.

  2) 개별 조세조약의 검토

   가) 한도 등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을 두지 않은 조세조약

    이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 각 조세조약의 규정에 관하여 살

피건대, 공제의 한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14개국과의 조세

조약132)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법인간 배당에 있어서의 제한세율을 한

132) 그리스,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요르단, 이스라엘, 체코, 카타
르,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핀란드와의 각 조세조약이 그러하되, 뉴질랜드, 덴마크, 룩
셈부르크, 핀란드 4개국의 경우 한국에서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기업의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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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그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이상, 기타 배당에서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기

준으로 한 원천지국의 조세감면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설의 논리

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한도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을 둔 조세조약

    위와 같은 결론은 각 제한세율 중 높은 세율을 한도로 또는 각 제한세

율을 한도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6개국과의 

조세조약133)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결국 제한세율을 한도로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부정설의 입장을 명문화 한데 불과한 점에 비추

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볼 것이다134). 

    따라서 법인간 배당은 10%, 기타 배당은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10%를 한도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한 스리랑카, 

이집트와의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비록 기타 배당에 있어 

15%를 모두 감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0%의 범위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허

용하면 될 것이다.  

   다)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 조세조약

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각국의 국내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달리 규율될 수 있다.

133)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아일랜드, 튀니지, 파키스탄과의 각 조세조약이 그러하다.

134) 한파키스탄 조세조약의 경우 높은 제한세율이 12.5%임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는 15%로 되어 있
으나, 이는 제한세율 최혜국조항에 따라 기존의 제한세율 15%가 12.5%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 조항의 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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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는 달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 일정 세율을 적용한 세액

을 납부한 것으로 또는 납부할 세액을 간주하는 규정(이하 ‘공제 간주규

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9개국과의 조세조약135)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서는, ‘납부’또는 ‘세액’을 간주하는 문언에 반한 해석은 불가하므로, 

그 간주세율로 납부가 이루어진 것 또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보는 문언

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 ① 한-터기 조세조약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차등적 제

한세율과 동일한 세율로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

으므로, 그 문언에 따라 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만큼 간주외국납부세액공

제를 허용하되, 다만 이자, 사용료, 배당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각 제한세율보

다 낮은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각 낮은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으로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136)

    나아가 ② 소득의 원천지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상이한 규율을 하고 있

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그 규정 형식대로 싱가폴에서의 공제는 

각 제한세율을 한도로 실제 감면된 세액을 공제하되, 한국에서의 공제에 있

어서는 별도의 감면조치의 존부를 불문하고 각 제한세율과 동일한 세율로 

납부를 간주한 조세조약의 문언에 따라 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

할 것이다.

135)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싱가폴,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이 그
러하다. 다만 베트남, 브라질과의 조세조약은 제한세율을 단일세율로 규정하면서 납부된 세액을 간
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한-필리핀 조세조약은 법인간 배당 및 필리핀투자촉진법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간주 규정이 적용되고, 기타 배당으로 2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간주 규정의 적용이 없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136) 한-터키 조세조약 제22조 제2, 4항 각 다목. 각주 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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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결

    결국 차등적 제한세율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간주규정을 두

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허부 및 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것은 조세

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한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그 

간주되는 세율이 각각의 제한세율과 일치하지 않는 7개국과의 조세조약에 

한정된다 할 것으로, 이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간주되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접근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3) 간주규정을 둔 조세조약 중 제한세율과 간주세율이 불일치하는 경우

   우선 ⓛ 오스트리아와의 조세조약의 경우 오스트리아에서의 일방적 공제

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루는 본 연구에

서는 우선 논외로 하고, ② 베트남, 브라질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단일의 

제한세율’을 규정하면서 그 ‘제한세율 이상의 세율’인 10%(한-베트남 조

세조약), 25%(한-브라질 조세조약)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제한세율과는 상관없이 그 10%, 25%로 납부되었음을 전제로 간주외국납부세

액공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머지 조약 중 ③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경우 제한세율을 10%, 15%

로 규정하되, 낮은 제한세율인 10%의 세율로‘납부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

정을 두었으므로 제한세율을 넘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15%의 제한세율로 과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할 것인지’라는 정반대의 문제만이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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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것인바137), 그렇다면 차등적 제한세율 간의 차이를 감면이 있은 경

우로 볼 것인지의 해석이 문제되는 조세조약은 멕시코, 중국, 필리핀 3개국

과의 조세조약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3개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해 살피건대 우선 ⓛ 한-멕시코 조세

조약의 경우 법인간 배당의 제한세율을 0%로 정하여 사실상 원천지국의 과

세권을 배제하면서, ‘멕시코가 멕시코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 

15퍼센트의 조세가 멕시코에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38), 

법인간 배당에 있어 멕시코에서의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되 한국에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②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경우 기타 배당으로 25%의 제한세율이 적

용되는 경우에는 간주 규정의 적용이 없으므로 그 제한세율을 기준으로 감

면된 세액만이 공제의 대상이 될 것이고, 법인간 배당 또는 필리핀투자촉진

법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 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배당소득의 10%가 필리핀에서 원천징수됨에

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공제한도에 

137)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은 제23조 제3항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1
문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2문에서 ‘이항에서 언급되는 세액은 그러한 배당 총
액의 10퍼센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5%가 모두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으로 공제한도에 포함될 것으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기타 배당에 있어 조세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0%만이 간주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공제한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새기게 된다면 예
컨대 15%의 제한세율 범위 내에서 8%의 세율을 적용하여 7% 세율 상당의 조세감경이 이루어진 경
우 8%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는 이론이 없겠지만, 위 규정에 
따라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허용하여 합계 18%를 공제한도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138)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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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중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항을 달리하여 별도로 살펴본다.

  4) 중국원천 배당소득의 경우

 

   우선 한-중 조세조약과 유사한 문언을 두고 있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이 

제23조 제4항에서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납부할 세액이 간주(tax 

payable shall, irrespective of the amount of tax actually paid, be deemed to 

be)’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거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조세조약에

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shall be deemed to be paid)’하는 규정을 두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은‘본항의 목적상 배당소득

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배당총액의 10%로 간주’139)하는 형식으로 규정하

고 있어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베트남 조세조약의 문언은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10%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제한세율이 곧 원천지국의 원천징수 세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세율을 최대한의 범위로 하여 그 보다 낮은 수준의 세

율을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베트남 세법에서 제한세율인 10% 미만으로 원

천징수 세율을 정하였을 때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납부할 세액

(tax payable)을 10%로 간주하여 당해 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

미로 새길 것이다. 

139) 중국어본은 ‘本款中，在第十條第二款的情况下, 該項稅額應分別視爲股息總額的10%’, 영어본은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ax shall be deemed to be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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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문언을 달리하는 한-중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한도세율을 

차등적 제한세율에 관계 없이 10%로 간주한 데 불과하다고 새길 여지도 있

고, 무엇보다 ‘본항의 목적상’10%로 간주하는 조약의 문언상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

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 세율을 10%로 간주한 것이라고 보아, 추가적으

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위 규정을 공제한도로 새기거나 길 경우는 공제한도를 규정한 다

른 조세조약과의 관계에서, 굳이‘간주’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혼선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가하며,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단에서 규

정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세조약이 제외된다 볼 것은 

아니므로, 위 문언에 불구하고 10%미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

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어렵다.

   즉, 기업소득세법 개정 전후를 비교할 때, 원천징수 면제규정을 두었던 

종래에는 제한세율 10%가 적용되는 경우는 물론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면제규정을 두었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

액공제의 적용이 있게 되고, 이에 위 10% 간주 규정의 적용이 있게 되어 어

느 경우에나 1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게 되는 것인데,

   기업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면제하지 않게 된 후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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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10% 상당액에 관하여 직접외

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만,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된 5% 상당액에 관하여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추가적

인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결국 차등적 제한세율을 둔 취지와는 

달리 법인간 배당의 경우에 별다른 투자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결론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지 않은 경우의 결과

와 동일하고, 중국이 원천징수 면제정책을 폐기함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한 조세조약의 규정의 적용이 없게 되어, 결국 위 조세조약의 규정

의 일몰시한이 경과된 경우와 같이 보면 문제될 게 없다는 반박도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 조약 제23조 제3항 2문의 규정을 별도로 둔 이유에 대한 설명

이 불가하다.   

   따라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2문의 문언 및 위 규정을 별도로 

둔 체약국의 의사를 추정할 때140)‘(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 같은 

항의 목적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제10조 제2항에서 차등적으로 규

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하여 10%인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허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위 규정

의 규범력을 살리는 조화로운 해석으로 문언해석에도 부합한다 생각된다. 

   결국 한-중 조세조약의 해석상 중국 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제 적용

140) 다만, 관련 소송 등에서 협약 당시의 검토 자료 등에 대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조약 문
언 작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중국 측 문언도 
확인하기 어려웠는바, 조약 체결에 관한 당사국의 의사와 연구자의 추정과 다르다면 상이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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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제한세율이 5%인 경우라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 납부할 세액

은 그 제한세율인 5%가 아니라 간주된 10%로 본 후, 실제 원천징수된 5% 

상당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그 간주된 세액 10%와 실제 원천징수된 세

액 5%의 차이인 나머지 5% 상당은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으로서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제2문에 따라 감경된 것으로 보고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허용

할 것이다.

   최근 하급심 판결141)도 ‘원론적으로는 제한세율보다 더 경감하는 조세유

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을 둘 때, 그 차액만큼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경감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과 같은 간주세율 규정이 없다면, 제한세율 5%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우 

위 제한세율 5%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

져 제한세율 10%의 적용을 받는 회사와 비교할 때 굳이 자본투입을 더 하여

야 하는 투자촉진의 동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위와 같이 차등적 제한세율

을 둔 취지가 몰각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조세를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5%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는 회사라 하더라도 거주지

국인 대한민국에서 다른 경우와 같이 10%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위 자본투자 회사에게 그만큼의 조세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

이라고 보아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41) 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6374 판결. 과세관청이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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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결

   사례에서와 같이 중국 자회사 을이 한국 모회사 갑에게 배당소득을 지급

함에 있어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4를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우선 그 4

의 세액이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중국 자회사 을이 납부한 기업소득세 20

{기업소득세 20 * 수입배당금액 80/(소득금액 100 - 기업소득세 20)}142)이 간

접외국납부세액으로 각 공제된다. 

   이에 더하여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간주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8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4와의 차액인 4는 한중 조

세조약 제23조 제3항,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합계 28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한도만큼, 그렇지 않다면 28 전액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될 것이다.

4.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기타 고려할 사항

 이하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고려가 되어야 할 실무적인 

14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에 따르면,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

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금액은 아래 산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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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고찰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일반에 있어 문제

되는 논점들에 대하여는 간단한 소개 및 정리에 그치되, 간주외국납부세액공

제에 특유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만 보다 자세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가. 대상조세

  1) 주민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룩셈부르크, 카타르, 필리핀의 경우 조세조약의 적

용에 있어 주민세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를 함에 있어서도 주민세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143) 

   따라서 기타 국가에 있어 제한세율, 공제한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

민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과는 달리, 이들 국가와의 조세조약 해석상 제한

세율, 공제한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만을 고려하고, 주민세의 경

우 조세조약에 대한 고려 없이 별도로 부과․징수하면 될 것이다.

   사례의 경우 중국 자회사 을이 적용받는 5%의 제한세율에는 중국의 기업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포함되나144), 중국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별

도로 부과․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원의 부문규장145)에 따라 기업소득세로 

징수된 세수가 6:4로 지방소득세로 배분되는 것이므로146), 기업소득세로 2.4, 

143) 다만 룩셈부르크의 경우 한국에서의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한국 법인
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므로 주민세 
별도 계산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144) 한중 조세조약 제2조 제3항.

145) 분세제재정관리체제실행에관한결정(關于實行分稅制財政管理体制的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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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로 1.6이 배분되는 것이다.

   이 때 한국에서는 그 합계인 4를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나머지 4를 간주

외국납부세액으로 각 공제한도에 산입하여 세액공제를 하게 되며,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법인세로, 그 중 10%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할 것이다.

  2)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인지 – 과소자본의 문제

   한국기업이 과소자본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거나147)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성을 부인하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는 규율형식148)을 

취하고 있는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진출하되, 법인세 부담의 

감소를 위해 출자 범위는 최소화하되 과다차입을 일으킨 경우, 해당 국가의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송금한 이자소득149) 또는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두

고 원천지국에서 지급한 배당소득 또는 그에 대한 원천징수로 보아 외국납

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과다

차입을 일으켜 국내에 진출한 경우 이를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 내로 포

섭하여 과다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함에 대한 별도의 근거를 마

146) 한상국, 한․중 지방세제의 비교 연구 –비교경제제도 각도에서의 분석, 조세연구 제12권 제3집, 한
국조세연구포럼. 213조. 2010. 12. 31. 기준.

147) 싱가폴의 세법이 그와 같은 입장이다.

148)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세법이 그와 같은 입장이다.

149) 이를 별개의 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인 내부의 자금순환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본지점간 과다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제14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하기와 같은 검토를 요한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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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경우 본점의 지

점으로부터의 수취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배당소

득으로 소득구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서는 일정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

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국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

이 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됨

으로 인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이의 소득구분이 유의미하게 되는 것이다150). 

   이러한 문제는 과소자본에 대한 각국의 규율형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

라151)152),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당해 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정하는 소

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배당소득으

로 간주되는 소득을 조세조약의 목적상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각 체

150) 이는 과거 한호주 조세조약,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경우처럼 이자,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되,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현재 한멕시코 조
세조약,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경우처럼 배당소득에 한하여만 이를 허용하는 경우와, 제한세율
의 적용 등에 있어서 구별의 실익이 있게 된다.

151) 한국과 같이 차후 배당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되 
손금성만 부인하는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지급이자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대별
된다. 

152) 참고로 중국의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기업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채권투자와 지분
투자의 비율이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비용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기업
소득세법실시조례 제119조는 특수관계자, 채권투자, 지분투자 등에 관한 정의를 각 규정하고, 같은 
조 제4관의 위임을 받은 기업의특수관계자에대한이자지출의세전공제기준관련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
의통지《財稅[2008]121号財政部 國家稅務總局關于企業關聯方利息支出稅前扣除標准有關稅收政策問

題的通知》은 “기업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비금융기업이 실제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지출
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채권투자(차입금)이 지분투자(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용공
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초과하는 부분은 발생 당해연도 및 이후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
여, 결국 차입금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공제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과소자본세제를 
운용하고 있어 여기에서의 논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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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국내)법의 규정내용 및 특히 지점의 경우‘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

자인 국가’가 본점 소재지인지 고정사업장인 지점의 소재지인지가 문제되

는 것이다.

   우선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

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

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

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국내

지점에서 지급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다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본점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 후 거주지국에

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153). 

    또한 내국법인이 국외에 자회사 또는 지점으로 진출하여 그로부터 외국

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원천지국 세법이 과소자본세제를 채택하면서 

과다지급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한국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당해 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외국납

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한편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지점 형식으로 위와 같이 과소자본세제

를 채택하지 않거나 이자소득으로 보되 손금성만을 부인하는 규율형식을 취

하고 있는 국가에 진출한 경우, 그 지점이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명목

으로 내국법인의 본점에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것인

153) 만약 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면 본국에서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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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그 내용에 있어 다소간의 논란이 있다.

   즉, 대한민국과 지점 소재지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분배를 하는 회

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의제되는 금원에 대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지 여부를 어느 국가

의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게 된

다.

   따라서 지점으로부터 과다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이, 과소자본세제를 통해 과다차입분에 대

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대한민국 법률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소자본세제를 채택하지 않거나(싱가폴의 경우가 그러하

다), 이자소득으로서의 소득구분을 유지하되 손금성만을 부인하는 국가(호주

국의 경우가 그러하다154)) 등의 국내법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지점의 경우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는 회

사 내부의 자금거래에 불과할 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조정의 문제

가 아니라 보는 견해도 있으나(대법원 1985. 11. 12. 선고 83누40 판결155)), 

위 대법원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과소자본세제가 도

입된 1996년 이전일 뿐만 아니라 과소자본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에 

154) 호주 1997년 소득과세법(income tax assdssment act 1997) 제820조(Division 820 – Thin 
capitalisation rules)-395(Thin capitalisation rule for investing entities)

155) 이는 과소자본세제가 도입되기 전의 판결로서, 외국은행의 외국 본점과 국내 지점 사이에 수수된 
이자 상당은 법인 내부의 자금거래에 불과하므로 외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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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기 위한 OECD보고서가 발표된 1986년 이전의 판결로써, 법률에 특별

한 정함을 둔 현재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분배를 하는 회사’를 (지점과 본점의) 일체로서의 내국법인으로 보게 

된다면 국내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과세고권은 각국 고유의 

권한이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의 경우 각국의 과세권을 전제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여 

그 조정을 위해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데 불과하며,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그 적용대상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이고, 지점과 같

은 고정사업장 과세에 있어서는 당해 고정사업장이 별개의 과세단위로 다루

어지는 등 지점은 과세목적상 별도의 거주자와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지점이 소재하는 원천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그

에 대한 원천징수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족할 것이다.156)     

   따라서 지점이 설치된 국가의 세법이 과소자본세제를 택하면서 과다차입

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당해 수취이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자소득으로 본 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156) 다만, 이와 관련하여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외국의 본점으로부터 과다차입을 한 경우에 관
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505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소득을 분배하는 지점이 거주자인 국가의 
법이 그 본점이 소재하는 외국의 국내법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소
자본세제의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일방체약국 거주자(지점)가 타방체약국 거주자(본점)에 지급
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위 ‘일방체약국 거주
자(지점)’의 거주지국을 본점 소재지국으로 본 것인바,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심히 의
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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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검토하면 될 것이다.

 

  3) 감면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종래 외상투자기업법 적용 당시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폭넓은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되었고, 따라서 내국법인의 중국 자회사 또한 기업소득세를 감면

받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개정된 기업소득세법에서도 서부지역에 대

한 투자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중국 자회사가 감면받은 기업소득세’를 실제 납부된 것으로 간

주하여, 실제 납부된 자회사의 기업소득세를 기초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이 공

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회사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

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직접외

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제1항에서는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요

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공제가 허용되었고,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는 중국

에서의 공제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함을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

국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감면받은 세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을 두었는바, 위 각 규정의 해석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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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공제의 순차․중복 적용이 가능함은 물론, 자회사가 감면받은 기업소득세 

상당액을 한중 조세조약 제3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

를 허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은 

나목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한중 조세조약 제2

의정서 제5조,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은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

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한하여 간주외

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한국에서의 공제시에 

감면된 간접외국납부세액(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나목)에 대해 간주외

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157). 

   한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발효 이전에는 중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6 제1항158)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같

157) 중국에서의 공제시 한국에서 감면된 법인세액 상당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함
은 별론이다(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제2항).

158) 이는 당시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
에 관한 특례 내지 예외규정으로 그 상세는 다음과 같다.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 [내국

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
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
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
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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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배당소득에 대응하는 중국 자

회사 기업소득세액의 50%를 세액공제할 수 있었다159). 

   이 때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 1. 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

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

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

는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었다.160) 

   이와 같이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여전히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순차․중복 적용이 가능함은 물론이나,161) 

이는 ‘자회사가 감면받은 기업소득세‘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목적상 

감면된 세액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위 논의와는 주소를 달리함에 주의를 요

한다.

 나. 공제의 시기

  1) 원칙적인 모습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역시 여타의 경우와 같이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각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으로 한다.

159) 서면2팀-404(2005. 3. 11.), 서면2팀-650(2005. 5. 3.).
1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2010.11.2.).

161) 국제세원-489(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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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인바, 중국의 경우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로 법정되어 있고(기업소득세법 제53조 2관), 내국법인의 경우도 금융기관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역년에 맞추어 과세연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원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불일치에 따른 공제시기

의 문제, 즉 원천지국에서 감면이 이루어지는 과세기간과 거주지국에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과세기간이 상이함으로 인해 거주지국에서 어느 과세기

간에 어느 정도의 세액을 공제하여야 할지를 판정하는 문제는 발생할 염려

가 적다.

  2)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중국의 경우와 달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한

국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

준으로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된 금액에 비례하

여, 즉 기간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할 것이고(국세심판

원 1982. 6. 3. 자 82서295 결정)162), 이는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

우에도 동일하게 보아, 그 감면된 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하여 간주외국납부세

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례의 경우 한국의 20X2 사업연도는 같은 해 7. 1.부터 익년 

6. 30.까지이고, 중국의 20X2 사업연도는 같은 해 1. 1.부터 12. 31.까지라 할 

162) 국세청, 해외투자와 세금(Ⅰ), 2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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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국 원천소득 중 4를 감면받은 경우 그 4 중 2는 한국

의 20X2 사업연도, 나머지 2는 20X3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공제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될 외국납부세액이 어느 사업연도 소득

에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그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을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163)  

 다. 환산 기준시점

  1) 문제의 제기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당해 국가에서 통용되는 화폐, 즉 외화로 지급될 것이

나164), 한국기업이 국내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납부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환산의 

문제는 직접, 간접,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동일하게 발생한다.

   특히 배당소득의 경우 한국기업이 외국 자회사 등으로부터 외국원천 배

당소득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의 원천의 발생시기, 그 원천에 대

163) 서면2팀-366(2004. 3. 4.).
164) 기업소득세법 제56조 
   기업소득세는 인민폐로 계산하여야 한다.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계산된 소득은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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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회사의 기업소득세의 납부시기는 물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납부시기 및 한국 거주기업의 세액공제신청시기 등이 모두 상이할 뿐만 아

니라 짧지 않은 시간의 경과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와중

에 환율이 등락하는 경우 어느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세액을 환

산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인바, 이는 환율 변동성이 심한 한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기타의 경우와는 달리 ‘납부

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감면된 사실’을 납부된 것으

로 의제하여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므로, 기타의 경우에 추가하여 감면시와 납

부시의 특정 및 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일반적인 세액공제의 경우를 먼저 검토한 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가) 미국의 입법례165)

     이와 같이 외화로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 환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

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그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

지로 필수적인 문제이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종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165) 이에 관한 상세는 이준규․정규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과 관

련한 과세문제, 세무학연구, 2009., http://www.law.cornell.edu/usco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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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소득발생시기법(dollar income method)과 세액납부시기법(dollar 

cost method)으로 그 입장이 대별되었다.

    즉, 종래 미국은 1986년 세법 개정 전에는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라 한다)에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과 관련하여 입장을 명

확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라 하겠다)의 행정해석을 통해

   외국납부세액을 발생할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되, 그 후에 실제로 외국세

액이 납부되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실제로 적용된 환율로 환산하고 외국납

부세액을 재산정하도록 하여, 세액납부시기법에 따르는입장이었고, 이러한 

입장은 1986년 IRC 개정 당시 외국세액을 납부할 때의 환율로 환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IRC 개정 당시 세액납부시기법에 따를 경우 이중과세의 

불완전한 조정, 납부시기의 자의적 조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변동, 예납 또는 

분납 등의 경우 납부시기별로 환산을 해야 하는 문제, 사후 환급을 받게 되

는 경우 그 환급세액의 환산액이 당초 납부세액의 환산액을 초과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는 등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즉,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세액의 계산대상이 되는 과세

기간 중의 평균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그 환산기준을 달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법을 원칙으로 

그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IRC §986 (a)(1)(A)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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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련 규정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환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

법 시행규칙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우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

르면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고(제48조 제1항),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

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166) (a) Foreign income taxes 
(1) Translation of accrued taxes 
(A) In general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the foreign tax credit, in the case of a taxpayer who takes foreign 

income taxes into account when accrued, the amount of any foreign income taxes (and any adjustment 
thereto) shall be translated into dollars by using the average exchange rate for the taxable year to which 
such taxes relate. 

(B) Exception for certain taxes 
Subparagraph (A) shall not apply to any foreign income taxes— 
(i) paid after the date 2 years after the close of the taxable year to which such taxes relate, or 
(ii) paid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axable year to which such taxes relate. 
(C) Exception for inflationary currencies 
Subparagraph (A) shall not apply to any foreign income taxes the liability for which is denominated in any 

inflationary currency (as determined under regulations). 
(D) Elective exception for taxes paid other than in functional currency 
(i) In general At the election of the taxpayer, subparagraph (A) shall not apply to any foreign income taxes the 

liability for which is denominated in any currency other than in the taxpayer’s functional currency. 
(ii) Application to qualified business units An election under this subparagraph may apply to foreign income taxes 

attributable to a qualified business uni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iii) Election Any such election shall apply to the taxable year for which made and all subsequent taxable years 

unless revoked with the consent of the Secretary. 
(E) Special rule for regulated investment companies 
In the case of a regulated investment company which takes into account income on an accrual basis, 

subparagraphs (A) through (D) shall not apply and foreign income taxes paid or accrued with respect to such 
income shall be translated into dollars using the exchange rate as of the date the income accrues. 

(F) Cross reference 
For adjustments where tax is not paid within 2 years, see section 90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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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조 제2

항 후단), 법인세 집행기준 57-94-3도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

은 위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복․확인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항에서 ‘외국

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

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에 관한 위 규정들

의 입장은 종래 IRC 규정의 입장인 세액납부시기법(dollar cost method)의 태

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현행법의 해석상 직접외국납부세액공

제의 경우 다른 해석은 불가하다 생각된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의 환산시기167)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되므로, 외국자회사의 세후 소득금액 및 외국자회사로부

터의 수입배당금도 외화로 표시된 경우 그 각 환산의 기준시점도 함께 문제

가 된다(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참조).

167) 이와 관련한 상세는 권기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시 투자구조 결정문제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9 내지 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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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외국자회사가 그 소재지국에서 법인세를 납부

한 시점에 대해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있

고168), 최근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적용시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

두 외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

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

세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169)이라 하여 그 모두를 

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시기를 기준으로 환산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을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

내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170)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

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

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

로 보는 것‘이라 하여 종래 질의회신이 결과에 있어 상반되었던 것을 정리

하였다.171) 

   생각건대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과 내국법인이 그로부터 수

입배당금을 수취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벌어질 수 있고, 그와 

168) 법인 22601-2555(1988. 9. 9.).

169) 국제세원-192(2011. 5. 2.).

170) 당시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약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별도의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171) 재국조-59(200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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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유보된 이익이 사후 배당되는 시점까지 환율의 적지 않은 변동이 예상

되며, 이러한 경우 공제대상 산출을 위한 하나의 산식에 대입하여야 할 자회

사의 소득금액, 모회사의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액 등 각

각의 요소별로 환산 기준시기를 달리하는 것은 환율의 추이에 따라 각 요소

가 산식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왜곡하게 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액공제의 목적상 위 각 요소의 환산 기준시기는 통일적으로 규율함이 바

랍직하다 생각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유보된 후 환율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시

행령 제76조 소정의 외화자산의 평가방법172)을 준용하여 외화차손익으로 반

영 가능하고,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시기는 기업소득세법에서 법정되어 

있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자의적 조정가능성이 적은 점 및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48조의 문언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정해석의 태도가 해석론으로

서는 일응 타당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172)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
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
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ㆍ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
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ㆍ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ㆍ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91 -

  4)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의 환산시기

   가) 문제의 소재

    위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의 납부세액의 환산시기와 관련하

여 입장이 대립할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있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이중과세의 불완전한 조정, 납부시기의 자의적 조정에 따른 공제세

액의 변동, 예납 또는 분납 등으로 인한 환산 기준시점의 복잡함173) 등의 문

제를 지적하며 입법론으로서 소득발생시기법으로의 전환이 주장되기도 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도 특히 자회사의 소득금액과 수입배당금의 

환산 기준시점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납부된 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

면된 세액을 납부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

제의 경우에도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

칙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나) 행정해석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

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

173) 중국의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54조 제1관에서 월 또는 분기별로 예납을 의무화하고, 같은 조 제
2관에서 ‘기업은 월 또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예납신고서를 제출
하고 세금을 예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월별 또는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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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국제세원-247, 2010. 

5. 17.).

   다) 사견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세액납부

시기법의 입장을 연장한 데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이 도대체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174) 

이는 단순한 문언으로서의 의미 외에 실제적․규범적 의의를 갖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우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는 존

재하지 아니하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는 그 조세감면으로 세액공제

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되었을 사정이 세액공제

의 근거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액납부시기법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

174) 위 질의 회신은 2004, 2005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2008년 이후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간주
외국납부세액의 적용환율을 배당결의일을 기준을 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배당수령일을 기준으
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였는바,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시기인 배당결의일이 위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회신이 이루어졌고, 세무실무도 배당결의
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신고내용대로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천징수조차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인 배당결의일을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로 보는 결론 자체가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이라는 기준이 불명함을 반증하
는 것이라 생각되며, 결의일 이후 원천징수 및 납부가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되는 배당소득 외에 국
외원천소득의 발생시기와 그에 대한 외국세액납부시까지의 기간 경과가 보다 장기인 경우는 환산 
기준시점의 특정 문제가 더욱 의미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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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결정통

지를 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는 점{법인 22601-2555(1988. 9. 9.)},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의 국

외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주식양도차익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는 점{법인 46012-812(1999. 3. 4.)} 등에 비추

어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해석으로 납부시설의 원칙을 고수하여

야만 할 논리 필연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와는 달리 당해 회사 또는 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아닌, 자본수입국이 부여하는 조세 감면혜택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에 따라 도입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원천지국

에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시점이 아니라, ‘감면된 시점’을 기준으로 환

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실제 납부시점과는 관계없이 배당소득의 원천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사업연도 내 계속․반복되는 

소득의 발생시점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비추어, 당해 

사업연도의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175)과 사업연도 평균 환율에 따르는 

방법176)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75) 참고로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는 제130조에서 ‘기업의 소득이 인민폐 이외의 외화로 계산된 경
우로서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할 때 월 또는 분기 최종일의 인민폐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과세표준
을 계산하여야 한다. 연도 종료시 세액을 정산할 때에는 월 또는 분기에 중간예납한 세액에 대하여 
다시 환산을 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미납한 부분만 과세연도 최종일의 인민폐 기준환율로 환

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76)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 그에 따른 국세청 고시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

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제5조(외화의 환산방법)에 따르면,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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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국외원천소득 또한 특정 시점이 아닌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인 통상인 점에 비추어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체관계

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성에 따른 공제대상 세액의 변동폭을 

축소하는 정책적 효과도 가진다고 생각되고,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그 본질적인 취지를 달리하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환산시기의 해석이 구속될 필요는 없다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점 등의 경비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2

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3항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경비의 지출시기

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연평균 환율에 따라 외화를 환산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납부시기 및 납부되었을 시기

를 특정하기 어려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감면된 세액을 원화

로 환산하는 기준 환율은 감면된 사업연도의 연평균 환율에 의하여야 할 것

이다.  

   사례의 경우를 예로 20X2 사업연도에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후 20X3 사업

연도에서야 배당금 지급 및 그에 대한 4(위안)의 원천징수․납부가 이루어지

고, 20X2 사업연도 연평균 환율이 100원/1위안이었으나 20X3 사업연도 배당

지급시의 환율이 200원/1위안이라고 가정해보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적극적인 자본수입국의 경우 수출장려 등의 목

적 아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화폐가치가 절

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해당 사업
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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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된 경우가 많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위안화 절상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어 

장기적인 추세로는 화폐가치가 상승하게 될 개연성이 더 높은바, 

   20X2 사업연도 연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국의 법인세는 400

원이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400원이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각 공제될 것이

나, 20X3 사업연도 중 납부가 이루어진 당시177)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 각 800원 씩 합계 1600원이 공제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소득 발생 이후 환차손익으로 별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을 세액공제시에 일괄하여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감면된 세액 이상을 공제하게 되어 불합

리하며, 환율변동의 부담을 기업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러나 사견과 같이 감면대상소득의 원천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평균 환

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환산하여 이를 거주지국에서 환산한다면 환율 변동으

로 인한 환차손의 부담이 기업에게 그대로 유지되고,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

세를 감면받은 효과가 세액공제 시점까지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왜곡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생각된다.

 라. 공제조항의 적용시한에 따른 문제

177) 배당소득의 지급시 5%의 제한세율에 따라 4만을 원천징수납부하게 될 것이나, 조세감면이 없었
더라면 8을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일부 감면받은 사례와 같은 경
우에는 직접납부세액을 납부한 시점이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액을 납부하였을 시점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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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의 실효에 대한 규율

   가) 체약시부터 적용시한을 명시한 예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약 중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카타

르, 베트남, 중국과의 조약의 경우 체약 당시부터 그 적용시한, 즉 일몰조항

을 두었고, 전 3자의 경우에는 아직 그 적용시한이 미도래하였으며, 베트남

과 중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그 일몰시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의정서를 통해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였다.

    그 외 앞의 표4에서와 같이 일몰시한 도래 등의 사유로 간주외국납부세

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된 경우는 네덜란드, 네팔, 몰타, 스위스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두 조약에서 정한 일몰시한 도래 후 적용시한 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근래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조항을 두는 조세조약의 경우

에는 대부분 일몰 조항을 따로이 두지 않되 상호협의에 따라 그 적용시한에 

관한 조정을 하도록 의정서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나) 체약시 적용시한을 명시하지 아니한 예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조약 중 현재까지 그 공제조항

을 적용 중인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일몰조항을 따로이 두지 않고 있고, 네덜

란드, 네팔, 몰타와의 조세조약의 경우 체약 당시에는 일몰조항을 두지 않았

으나, 사후 의정서를 통해 일몰조항을 두어 그 시한 도래로 적용이 배제되었

으며, 한스위스 조세조약의 경우 이자, 사용료에 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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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2012. 7. 25. 의정서를 통해 삭제하였다.

   2) 공제허용조항의 실효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게 될 시점

    가) 문제의 소재

     공제허용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당시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고 원천

지국에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그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공제를 구하

는 경우에 대한 규율이 문제된다.

    나) 적용시한에 대한 조세조약의 문언에 따른 판단 

     일부 조약178)에서는 일몰시한 이후에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일부 조약179)에서는 일몰시한 이후에 취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는 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자의 경우

를 ‘1유형‘, 후자의 경우를 ’2유형‘이라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문언에 충실하게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전자의 

경우 그 적용기간이 다소간 연장되는 결과도 이론상 발생할 수 있다180).

  

    다만 현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조세조약 중 

적용시한을 두고 있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중국, 카타르의 경우 

178) 예를 들어 한영국 조세조약

179) 예를 들어 한일본 조세조약

180) 예를 들어 적용시한이 20X2 사업연도이고, 20X2 사업연도에 배당결의가 이루어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그 지급은 20X3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전자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관하여 감면
받은 세액이 있을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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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와는 규율 형식을 달리하여 단순히 ‘20XX년까지’ 또는 ‘200X

년부터 X년간’ 적용한다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이하 ‘3유형’이라 

한다), 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은 예외적인 것으로 그 조항의 적용이 특정시점

에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이상 국외원천소득의 발생 또는 취득 등과 무관하

게 공제를 허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월공제

   가) 문제의 제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세액이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

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이러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 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이후 일몰시한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인지 또한 고려해보아

야 할 것이다.

   나) 소결 - 공제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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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일몰조항을 두고 있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요

르단, 중국,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은 모두 3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일몰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3유형과 같은 경우 소득

의 발생 또는 취득시기와는 관계 없이 공제조항의 효력 자체가 당해 일몰시

한 이후로 상실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월공제를 포함한 어떠한 공제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일몰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기타 조세조약이 

사후 의정서를 통해 1 또는 2유형으로 일몰조항을 두는 경우에는 일몰조항 

도래 이후에도 그 전에 발생 또는 취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들어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나, 이와 같은 상정이 현실화될 것

인지는 의문이다. 

  4) 경과규정

   가) 공제조항에 대한 경과규정

    한중 조세조약의 경우 당초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의 일몰시한은 

2004. 12. 31.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 경과 후까지 적용연장은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2006. 

7. 4. 발효된 제2의정서를 통해 비로소 그 적용시한이 연장되었는바, 제2의정

서 제5조 제1항181)에 따라 일몰시한 도래 이후 제2의정서 발효 전의 기간에 

181) 협정 제23조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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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도 공제가 허용되는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이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그렇다면 일몰시한의 

도래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허되는 국가와 사후적으로 그 시한연장의 

합의를 하고 종래 일몰시한 이후부터 공제가 허용됨에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다면, 그 기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세액 또한 공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

는 대부분 환급의 형태로 실현되게 될 것이다182).

   나) 조세감면 혜택의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혜택을 폐지한 

2008. 1. 1. 이후인 2008. 2. 국무원이 발표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

지{財稅[2008]001호}는 2008년 전에 형성한 미처분 이익을 외국투자자에게 지

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종래의 면세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된 2008. 1. 1. 전에 외상투자기업이 형성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위 일자 이후에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기

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를 수령한 내국법인은 면제된 세액에 대한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제2의정서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추

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183), 다만 이와 같은 경과 규정 없이 조세 감면 혜

택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폐지 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이 이

182) 이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정 조세조약을 발효일 이전으로 소급
하여 적용한 사례로는 한스위스, 한뉴질랜드, 한싱가폴,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등이 있는바, 이
에 소급효금지가 주장될 여지는 없다.

183) 국제세원-2132(200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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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감면혜택의 적용을 주장할 여지는 없다.

 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내국법인의 2015. 12. 31.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

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84)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내국법인의 위 법인

세를 면제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

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위 규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 일몰시한

을 2003. 12. 31.로 하여 도입된 이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매 3년마다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특례규정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일몰시한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18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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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용이 없게 되는 이상, 그 이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그 적용 

중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특례규정의 적

용은 없고, 다만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

부만이 문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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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개정된 기업소득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의 문언에 비추어 법인간 배당에 관

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에서 정

한 ‘납부할 세액’인 배당총액의 10%와 제한세율 5%를 적용한 세액의 차

액 상당은 한중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됨을 예정한 것으로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볼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그 체약국인 

한국과 중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의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 종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던 외상투자

기업법이 폐지되고,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5% 또는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

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과세관청이 외국납

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배당소득의 총액 10% 상당을 공제하

게 되어 해석의 변경이 유발되었다고 여겨지나, 이는 한중 조세조약이 예정

한 결과로 불가피하다 생각된다. 

 나아가 공제 총액에 있어서는 기업소득세법의 시행 전후가 동일하지만 종

래에는 10% 전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현재는 5%는 직접외국납부세액, 

나머지 5%는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그 공제의 태양

은 상이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일몰시한 도래 이후 이월공제의 가부, 공

제세액의 환산시기 등에 있어서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세액과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세액 사이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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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가부 및 범위가 문제

되는 조세조약 중 상당수가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터

키, 필리핀 등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와의 사이에 

체결된 조약인바, 

 이들 국가에의 투자여부 결정 및 투자이익 회수와 관련하여 당해 국가 국

내법상의 조세감면 규정을 검토함과 아울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의 

일몰시한 도래, 환율 변동성에 따른 환산시기, 제한세율 최혜국조항 등에 대

한 개별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도 납세의무자의 부당․과다한 공제신청에 대한 세밀한 검토

를 통해 세수일실을 방지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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