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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되던 개

념을 가져온 것이며,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도입되었다. 동 

개념은 법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법인을 둘러싼 사실

관계들을 종합하여 ‘중요한 상업상 관리 및 결정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본질적으로 

OECD 모델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문제 해결기준으로 제시된 실질적 관리장소 개

념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동 개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OECD 모델 주석서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최근 

하급심 법원도 잇따라 위 가이드라인을 잣대로 삼아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동 주석서상의 가이드라인들은 어디까지나 조약상 이중거주자 

문제 해결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OECD 모델 주석서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법인세법

상 동 개념의 입법취지와 기능까지 감안하여 합당한 내국법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입법취지와 OECD 모델조약 주

석서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요소가 되는 사

실관계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

결정기구가 통상 열리는 곳이 국내인지, ②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국내인지, ③ 고위수준의 일상적인 관리가 수행되는 곳이 국내

인지, ④ 국내에 회계기록이 보관되고 있는지, ⑤ 설립지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법인의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부담한 바 있는지, ⑥ 그 밖에 납세자가 외국에 

 * 초고에 대한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들의 귀중한 비판과 의견은 이 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감사드린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족한 부분은 전적으로 필자의 몫

이다.   

**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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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거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둔 것이 조세회피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내는 

사정들이 있는지 등이다. 그 밖에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 판단시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

소 개념은 조약상 개념과 달리 법인의 외국 내에서의 관련사항과 국내에서의 관련

사항을 비교판정하여 검토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조약상 개념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여부 

판단시 다른 나라와의 이중과세 위험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셋째, 문제되는 법인이 

그 설립지나 주사무소 소재지 소속 국가, 기타 국가에서 적정한 소득세 부담을 지고 

있지 않고 있고 조세회피의도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할 수 있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

념의 적용 여지가 커진다. 

        

주제어: 내국법인, 거주자, 실질적 관리장소, OECD 모델조약, OECD 모델조약 주석서, 

조세회피

I. 서    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정의규정인 제1조 제2호가 2005. 12. 31. 개정되어 법인

세법 입법 후 처음으로 내국법인 개념에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 

더하여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가 도입되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즉, 납세의무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

는 까닭에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대한 합당한 해석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라는 측면에서나, 국가의 적정한 과세권행사를 통한 재정수요 충당이라는 관점에

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해석에 

도움을 주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어떤 기준으로 예측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단, 국세청이 대외적으로 표방한 입장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한다는 것인데1), 이러한 입장 역시 법인세법 규정의 문언을 약간 풀이한 정도에 

1)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2006. 10. 02. 등; 국세청, 개정세법해설(2006), “법

인세법” 부분 – “국제조세분야” – “1.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부분(http://taxinfo.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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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여 어떤 판단기준에 의하여 그러한 장소의 국내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면, 어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함이 합당할까.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이 도입된 지 수 년이 흘렀으나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 이

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다.2) 또한 그동안 ‘어느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

내에 두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과세처분이 없었던 이유인지, 그러한 과세처분의 적

법성이 쟁점이 된 심판례나 판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들어서야 이에 관한 하

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이 하급심 법원의 판결들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에 의존하여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존부’를 판단하고 있어 흥미롭다. 법인세법 및 그 하위법령상 달리 세부적 기

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적 연구와 토론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인 OECD 모델 주석서상 “같은 문언”의 해석기준을 내국법인 

판단시 주된 참고자료로 삼거나, 판단기준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

으나,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의 입법취지나 그 고유의 법적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조약상 개념을 다룬 OECD 모델 주석서상의 기준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법인세법상 개념에 투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관한 정의이자 내국

법인 판단기준이기도 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합당하게 해석하고 판단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 제시될 수 있는지를 나름 고민해 본 결과이다. 특히 OECD 모델 

주석서상의 기준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기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여부 

판단시 어떤 기준들이 제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docs/customer/elib/pub_view.jsp?info_gubun=&field_cd=36&tabofcon_sno=4888&publish_sno

=16&book_title=&temp=2&body=14&seltype=3&cpage=1, 2013. 7. 26. 방문).
2)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결정기준으로서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논의대상으로 삼은 글로 

박훈,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구분기준 – 한․일․중의 사법 및 세법상 

비교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14집 제1호(2008) 참조. 위 논문의 284쪽에서 이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있고, 298쪽 내지 300쪽에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국세청 질의회신례와 감사원 심사결정례가 각 1건씩 소개되어 있다. 그중 후자인 감사

원 심사결정례는 1991년도의 것으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법인이 홍콩 법인인지 네덜란드 법인인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이 글의 논의

대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박훈 교수의 위 논문은 그 중점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사이의 내외국법인 구분에 관한 비교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

서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본격적으로 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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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해석의 기본방향 

1. 법인세법상“실질적 관리장소”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세법상 내국법인․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본점소재지, 설립준거법 등과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구별하는 입법례와, 중요한 관리 및 통제의 장소, 실질적 관리

장소 등과 같은 법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입법례로 나뉜다. 미국, 일본 등의 경우는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영국, 캐

나다,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은 위 형식적 기준과 법인의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

지는 장소를 문제삼은 기준을 병용한다.3)   

앞서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법인세법은 2005년 말 법개정을 통해 내

국법인 여부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형식적 기준 및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모두 

채택하였다. 형식적 기준은 판단기준이 명확한 반면,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은 그 

문언만으로는 다소 막연하여 어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문

제된다.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의 합리적 해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입법취지를 고

려하여야 한다는 점은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 개념에 대한 입법취

지만으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자료들이 그 해석의 적절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세조약상 “실질적 관

리장소”의 해석론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고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야 한다고 본다. 우리 법인세법상 개념인 “실질적 관리장소”는 다음에서 보듯, 조

세조약에서 가져온 개념이며 동일한 용어라는 점과 조약상 개념이나 법인세법상 

개념이나 모두 “법인의 거주자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본질이 공통된다는 점이다. 

이 글의 본 장(II.)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취지,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본질, 조

약상 개념과의 의미상 차이여부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해석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법개정 자료에 비추어 본 내국법인 판단기준인“실질적 관리장소” 

도입취지

현행 법인세법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

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3) 오윤, 국제조세법론, 한국학술정보(주), 2011,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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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는 그저,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만 규정

하고 있었다. 즉, 위 법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이 추가된 것이다. 이 개정 법인세

법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그 나라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었다 할지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

법인으로 본다. 이러한 법개정 경위에 관하여 입법자료를 통해 이를 간략히 살펴

본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 9. 28.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840)에서 “국내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 외

국법인으로 취급됨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가 있음.”을 지적하고,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추가”하여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국내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4) 위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

고서 23쪽 부분5)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위 개정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정의하는 한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거주지 기준을 

중심으로 구별하는 현행 ｢법인세법｣은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됨. 첫째, 기업의 

거주지(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내․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관계로 인하여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하여 조세회피 우려가 있음. 둘째, 법인의 거주지를 결

정하는 기준으로 관리장소를 적용하는 외국 대부분 국가들의 입법례와 조세조약 

체결시 동 관리기준을 채택하는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6) 

4)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1997(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2013. 

7. 23. 방문).
5) 각주 4에 적은 웹사이트에서 해당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6)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의 예로서 위 검토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호주: 호주에서 설립되었거나 호주에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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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우려와 문제점을 감안하여 내국법인 판정기준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

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와 같은 개정안 및 검토보고의 내용에 따라 2005. 12. 30. 법률개정안이 가결

되어 그 다음날 공포된 것인바, 이러한 법개정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도입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OECD 모델조세조약, 기존에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등에서 이미 사용되던 용어가 법인세법에 수용되었다는 

점, 이와 같은 법개정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나라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

할 것은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

피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 법인세법은 조약상 문언과 같은 문언

을 쓰기로 했지만 그 입법목적은 양자가 서로 다르므로 해석시 조약상 문언의 해석

례를 참고하더라도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법인에 대한 거주자 개념으로서의“내국법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적용하여 내국법인으로 판단하고 과세가 이루어지면 과

세를 당한 납세자는 으레 조세법률주의를 원용하며 추상적 규정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적용은 지양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이 일반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리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합당한 판단기준을 생각해 

보기 위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법적성격 또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에 대한 소득과세에 있어 “내국법인”이란 무엇인가. 우선 우리 법을 기준으로 

보자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견주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으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라 함은 어느 법인을 국내 거주자로 취급하여 원

칙적으로 그 법인의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을 불문하고 과세대상으로 삼

하고, 주요 경영 및 지배가 호주에서 이루어지거나 그 의결권을 지배하는 주주들이 호

주 거주자인 경우

②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중 한군데에서 설립되었거나 사

업이 영국에서 주로 관리 및 지배되는 경우

③ 독일: 기업의 법적 소재지 또는 관리장소가 독일 내에 위치하는 경우

④ 프랑스: 법적 소재지 또는 사실상 관리장소를 프랑스에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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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7) 다시 말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 거

주자인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국내세법에서도 ‘국내 

거주자인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

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 두 나라 이상이 각기 자기 세법상 기준에 따라 

어느 법인을 자국의 거주자로 보아 전세계소득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 ‘이중거주자인 법인의 경우’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9) 결국 법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의 문제는 각국의 세법에서 한차례 다루어지고, 경우에 따라 이중

거주자가 문제될 경우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하기 위해 조세조약단계에서 

다루어진다. 요컨대 우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거주자인 법인”인지 

여부의 문제이고, 이는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개념이며, 조세조약상 ‘법인이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가’ 하는 

문제는 양 체약국 사이에서 해당 법인을 조약상 한쪽 거주자로 삼고자 하는 것으

로서 모두 “법인의 거주자”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법인의 “거주자”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개념인지 여부이다. 개인 즉, 자연인의 주소나 거소라는 개념은 어느 법률

효과를 주기 위한 법률요건으로서의 사실관계가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상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10)이고, 거소에 대하여는 민법상 명문의 정의는 없

 7) 내국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데(법인세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국외원천소득

인지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전세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

이 되는 반면,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만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어(법인세법 제3조 제4항),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내국법인은 국내외 어디서 

소득을 얻든 이것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2조 제1항)에 대응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8) The Technical Advisory Group on Monitoring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Treaty Norms 

For The Taxation Of Business Profits (이하 ‘TAG’), The Impact of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On The Application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s A Tie Breaker 

Rule, 2001 (http://www.oecd.org/tax/treaties/1923328.pdf 2013. 8. 5. 최종방문, 이하 본 

자료를 “TAG보고서-1”이라 한다.).

 9) 이창희, “조세조약 해석방법”, 조세학술논문집, 제23집 제2호(2007), 151쪽 이하; 이창희,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서울 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2010), 220쪽 이하 각 참조. 
10) 민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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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라고 안내해 주고 있다. 우리 소득세법은 이런 의미에서 주소가 인정되거나, 1년 

이상의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조세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대체로 개인의 

경우, 주소(domicile), 거소(residence)가 거주지 판단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11), 이중

거주가 문제될 경우 항속적 주거, 개인적․경제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를 통해 어느 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12) 

이상의 개념들은 모두 자연인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이상의 거주자 판정

기준들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주소나 거소라는 

개념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원래 주소나 거소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인에게 적용

될 수 있는 개념이어서 법인에게 주소나 거소를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상’ 성립될 수 없다. ‘그 회사가 사는 곳이 어디냐?’라는 물음 

자체가 어색한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거주지’라는 개념은 논리의 산물은 아니며 

어떤 필요를 위한 법적 의제라 할 수 있다. 가령,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내국법인 즉, 거주자인 법인

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제3항은 ‘관리장소 등’, ‘실질적 관리

장소’ 등을 법인 거주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준 즉, “관리장소” 

등의 기준이 “법인 거주지” 판단기준으로서 과연 합당한가의 문제는 입법론에 관한 

문제13)로서 논리적, 필연적 결론을 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평한가의 문제와 연결된다.14) 법인 거주지 개념과 실질적 관리장소 

11)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1항.
12)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
13) 이 부분 쟁점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이 글은 이미 입법된 내국법인 판단기준을 

어떻게 합당하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그러한 입법이 과연 타당한

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이창희 교수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조약상 

거주자를 판단하자는 생각이 옳은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이창희, 전게논문(“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주 9), 222쪽. 이하 이 글에서 이창희, 전게논문이라고 표시할 경우 주 9

에서 표시한 동 교수의 두 논문 중에서, 위 제목의 논문을 지칭한다.
14)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법인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세금을 걷는 법인세 제도 자체가 

효율과 공평을 도모하는 도구일 뿐 필연의 산물이 아니다(이창희, 세법강의, 2013년판, 

494, 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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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논리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듯,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을 위한 요소가 

되는 사실관계들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도 동 개념을 규정한 법조문의 문언 및 

동 개념의 입법취지, 기능, 성격과 조화되는 한계 내에서 객관적․합리적인 판단기

준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정답이 마련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처럼 입법자에 의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이 채택된 이상15) 그것이 

단지 추상적․일반적이라는 이유로 법인을 둘러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인

의 거주지가 국내인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동 개념에 관한 설득력 있는 판단기준을 모색하여 판례나 또는 입법(하

위규정을 통해)을 통해 제시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이 글의 주된 관심

사이다.16) 

4. 조약상“실질적 관리장소”개념과 내국법인 판단기준의 근본적 차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조세조약상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고, 법인세법상 개념과 조세조약상 개념의 문언이 완전히 동일한바, 양

자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같은 판단기준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뒤에서 OECD 모델 주석서

15) 이러한 입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론에 관한 논의로서 별도의 연구대상이며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이 비교적 

단순한 사안에서는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지만, 지배구조와 영업방식이 다양하고 복잡

한 사안에서는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다국적 기업이자 대기업의 경우

에는 여러 나라별로 경영기능을 분배하는 등의 선택을 통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적당히 

배치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바 동 기준은 불공평성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는 등의 이유로,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라리 미국의 

경우 현행기준인 ‘법인의 설립장소’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David R. Tillinghast, 

“A Matter of Definition: Foreign and Domestic Taxpayers”, 2 Int’l Tax & Bus. Law  

239 (1984), 263-266쪽.     
16)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OECD 모델 주석서가 국내 세법 해석의 전거가 된다고 주장하

는 것은 결코 아니며, OECD 모델 주석서 내용 중에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합리적 판단기준을 세우는데 “적

절히” 활용하자는 것이다.  



224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4호 (2013. 12.)

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동 개념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기준(factual test)으로서, ‘상업상 중요한 의사결정과 중요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여부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라는 개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내국법인 판단기준

으로서의 동 개념과 그 의미상 다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 점에 관하여 살펴

보자.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라는 개념

이 나온다. 이는 어느 체약국 일방의 국내 세법상 어느 법인을 내국법인(그 나라의 

법인 거주자)으로 보는 기준 중 하나로 열거된 것이며, 실제로 ‘관리장소’는 독일

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같은 모델조약 제4조 제3항에서는 

이중 거주자 판단시 해결책(Tie Breaker Rule)으로서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

이 나온다. 제1항의 ‘관리장소’는 체약국의 국내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으로, 제3

항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어느 법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일 경우 조약상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판정할 것인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국법인 

판단기준 중 하나로서의 “관리장소”와 “실질적 관리장소”는 과연 어의만으로 구분

이 가능한 개념일까.

우선, “관리장소”(Ort der Geschäftsleitung)개념은 독일 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

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독일 세법17)에 의하면 “최고 수준의 경영이 이루어지

는 사업의 중심장소”(a business center of top level management)로 정의되어 있다. 

이 개념은 법인의 설립장소와는 별개로 법인에 관한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

되는 기준(factual criteria)이다.18) 이처럼 ‘관리장소’라는 개념이 최고 수준의 경영

이 이루지는 사업의 중심장소라고 보면서, 그러한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

합하여 판단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장소’와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상 구

별은 결코 쉽지 않다.19)

17) § 10 Abgabenordnung. 
18) Klaus Vog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7), 231쪽 26문단

부분.
19) Klaus Vogel 교수 역시 이중거주자 판단잣대인 ‘실질적 관리장소’는 내국법인 판단기준

으로서의 ‘관리장소’와는 독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이 어렵

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장소’ 판단기준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까지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리장소’나 ‘실질적 관리장소’ 모두 사실관계에 입각한 판단

기준으로서 매우 유사한 개념이므로 독일 판례상의 ‘관리장소’ 판단의 사례들이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 Klaus Vogel, 전게서(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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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의 경우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 설립지주의와 함께 ‘관리 및 통제의 

중심장소’(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라는 기준20)을 사용한다. 영국은 일찍이 

1906년 이른바 De Beers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이 기준에 따라 국내 세법상 법인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왔고 이러한 기준은 여러 나라가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 

채택하였다.21) 위 판례는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거주

자라는 전제하에 과세될 수 있음을 확립한 사례로 그 사실관계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22) 해당법인은 1888년 남아프리카공화국23)에 등록된 법인으로, 주사

무소 역시 남아공에 있으나, 런던에도 역시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당해 법인은 남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여 팔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몇몇 이사들이 

거주하였고 이사회가 그곳에서 수차례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사

들은 영국에 살았고, 채굴활동과 같은 업무를 제외한 실제로 중요한 업무에 대한 

통제는 항상 영국 내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졌다. 계약에 관한 협상의 통

제, 정책결정, 이사의 선임결정, 일정금액이상의 비용지출결의 등은 모두 런던에서 

이루어졌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영국법원은 당해법인의 설립장소에도 불구

하고 관리 및 통제의 중심장소가 영국이므로 그 법인은 영국 거주자라고 판단하였

다. De Beers 판례의 법리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영국 내에서 성문법에 준

하는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24) 그런데, 위 De Beers 사례에서 확인된 ‘관리 및 통제

의 중심장소’라는 기준 역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있어 현실적으로 

구별되기 어렵다.25)

이상 독일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인 관리장소 개념이나, 영국법상 내국법인 판

262쪽 104문단.   
20) 1906년 영국법원의 De Beers consolidated Mines v. Howe (1906) 5TC198에서 제시되고 

확립된 기준이다.  
21) 이 기준은 호주, 아일랜드 등 다수 국가의 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 반영되었다

(TAG보고서-1(주 8) 17문단).
22) Robert Couzin, Corporate Residence and International Taxation, IBFD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2002), 38쪽 이하 참조. 
23) 정확한 등록지의 명칭은, the Colony of the Cape of Good Hope이나 이하 “남아공”이라 

약칭한다.
24) 이러한 점은 2006. 1. 26. 선고된 Wood and another v. Holden (HMIT) [2006] EWCA 

Civ 26 판결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특히 위 판결문 48문단 참조. 이 판결을 요약하고 

해설한 글로 Keith M. Gordon, “Resident either here or there” (http://www.tax.org.uk/attach.pl/ 

4544/4746/016-017_TA_0706.pdf (2013. 10. 최종방문).  
25) Robert Couzin, 전게서(주 22), 171쪽; 이창희, 전게논문(주 9), 221쪽의 각주 23도 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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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준인 관리 및 통제의 중심장소라는 개념이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회피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그 개념 자체에서 구별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영국 국내법상 중요한 관리와 통제라는 

개념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비교적 최근 판례인 Wood and another v. 

Holden26)사례가 참고가 되므로 이 글의 논지와 관련되어 필요한 부분만 살펴본다. 

사실관계를 단순화27)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등록된 법

인인 CIL은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Eulalia라는 회사를 100% 지배하고 있다. CIL은 

어느 날 Eulalia에게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 CIL은 영

국 거주자인 회사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관련법28)에 따라 CIL의 영국 거주자인 

주주들(Wood 부부)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식거래

가 특수관계인인 외국회사(비거주자인 법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

와 같은 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29) 따라서 과세처분을 받은 Wood 부부는 CIL과 

Eulalia가 특수관계인이자 비거주(non-resident) 회사들이므로 위 예외가 적용되어 본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Eulalia는 비록 네

덜란드에서 설립되었어도 그러한 설립 및 회사의 운영, 주식양도의 과정이 모두 조

세회피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고, 관리와 통제의 중심장소가 영국이므로 

Wood 부부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이 사건의 행정재결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제1심과 제2심은 모두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 사례에서 이 글의 논지와 관련하여 홍미로운 것은, 1심 법원에서 Eulalia의 관

리와 통제의 중심장소가 영국이 아니라고 보아 판결을 마무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제1심 판사(Mr. Justice Park)가 관리와 통제의 중심지가 영국에 없다고 본 

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Eulalia를 굳이 영국법상 거주자로 전제하고 

영국-네덜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될 경우에 관하여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위 조약에 따라 Eulalia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 문제되었는데, 물론 Park 

판사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납세자 승소의 같은 

결론을 내렸다.

Park 판사가 위와 같이 Eulalia를 영국 거주자로 가정한 것은 적어도 관리 및 통

26) 이 글의 주 24.
27) 이 사례의 간략한 사실관계 개요는 이창희, 전게논문(주 9), 222쪽 이하에도 소개되어 

있으나 이 글의 논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소개한다. 
28) TCGA 1992, s.13.
29) TCGA 1992, s.14, s.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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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중심장소라는 내국법인 판단기준과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조약상 Tie Breaker 

기준이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Park 

판사가 두 기준을 서로 같다고 본다면 이왕 Eulalia가 관리 및 통제의 중심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내국법인이 아니라고 보았으면 그만이지 새삼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따져서 같은 결론을 내릴 이유조차도 없게 되는 까닭이다. Park 판사의 판

시내용 중에서 다음 설시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장소를 지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상 

Eulalia의 관리 및 통제의 중심장소가 영국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한결 

상세한 문언(wording)30)의 규정인 영국-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3항까지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과세관청이 Eulalia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 즉, (중략) 과세관청이 단지 ‘Eulalia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구체적인 지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 관리장소가 

영국 내인 것을 확실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31)

Park 판사는 위와 같이 설시한 다음, 과세관청이 Eulalia의 영국 내 실질적 관리

장소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한 항소법원의 Chadwick 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De Beers 기준과 다른지는 적어도 

나에게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두 기준이 서로 같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두 기준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32)

  “…나는 Park 판사가 Eulalia의 관리 및 통제의 중심지가 영국에 있다는 이유로 

행정재결을 뒤집은 판단을 지지한다. 결론이 이와 같다면,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 

30) 이 사건이 문제된 시절 영국-네덜란드 사이의 법인의 이중거주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3항과 다를 바 없었다. 한편, 2009년 들어 발효된 개정 

영국-네덜란드 조세협약에 의하면 법인의 이중거주가 문제될 경우 상호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http://www.inhouselawyer.co.uk/index.php/corporate-tax/ 

7088-entire-agreement-clauses-excluding-earlier-agreements-and-representations, 2013. 11. 4.

방문). 
31) Wood and another v. Holden (HMIT)(주 24) 판결문 29문단.
32) 위 판결문(주 24) 6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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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미 도대체 어떤 경우에 두 기준이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지 알기 어렵

다고 앞서 지적한 바 있다.”33)

Park 판사는 보통법상 관리 및 통제의 중심지라는 기준이 조약상 실질적 관리

장소와 다른 기준이라고 보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다만 그 문언에 비추어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이 더 엄격하다는 취지로 설

시하였고,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유로 과세관청이 승소하려면 구체적인 장소를 특

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생각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능상의 차이로 인하여 조약상 기

준이 보통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보다도 엄격하게 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러한 결론이 문언 자체에서 도출된다는 설명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실질적 관리장

소라는 문언이 관리 및 통제의 중심장소라는 문언보다도 더 좁은 대상을 지칭한다

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조약상 법인의 이중거주 해결수단으로서의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은 

내국법인 판단기준인 관리장소나 관리 및 통제의 중심장소라는 개념과 적어도 어

의상으로는 달리 해석되기 어렵다. 하물며 우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으

로서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표현마저 조약상 그것과 동일한바 양자가 문언상 

다른 기준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된다.  

5. 소결론-법인세법상“실질적 관리장소”판단기준 제시를 위한 기본지침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입법취지상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규

정은 법인세 회피를 의도하여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세

조약상 사용되던 개념이 채용된 것이다. 조약상 개념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조세조약상 개념이 법인세법에 채용된 

이상 법인세법상 개념은 조약상 동 개념 해석례를 적절히 참고하면서 ‘조세회피의 

의도’라는 부분을 추가로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법인의 거주지라는 개념은 논리나 필연의 산물이 아닌바 법인세법상 법인의 

거주지를 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어떤 내용을 정할 것인가는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33) 위 판결문(주 24) 44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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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일단 입법자에 의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이 채택되었고, 이러한 기준이 이미 여러 국가에서도 채택되어 있음에 비추어 

법인을 둘러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인의 거주지가 국내인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그 판단기준 또한 

입법취지와 법조문 문언, 해당 개념의 법적 기능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내용을 판

례나 위임규정을 통해 세워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형해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셋째,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은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해결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적어도 그 의미상으로는 같은 기준이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을 고려함에 있어, 

조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OECD 모델 주석서 해당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34) 다만 주석서 참고시 법인세법 해당규정의 

문언의 한계 내에서 참고 되어야 하며,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 및 ‘내국법인 판단

기준’과 ‘조약상 이중과세방지기준’이라는 기능상, 적용단계상 차이점이 감안되어

야 법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합리적 기준제시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선고된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국내존부”를 쟁점으로 하

는 사건에 관한 세 건의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35)에서도 OECD 모델 주석서36)상의 

판단기준을 중요한 자료로 삼아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하 제III장에

34) OECD 모델 주석서에 관하여는 우리 법원도 그 국제적 권위와 참고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OECD 모델협약의 주석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

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는 우리나라와 벨기에 등을 비롯한 OECD 회원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서 국내

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 국가간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8009판결) “이러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OECD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석기준이므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해석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10673판결).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2. 선고 2011고합1291, 1292(병합)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10673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6343판결. 

위 세 사건은 2013. 12. 현재 당사자가 불복 항소하여 각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중

이다.
36) 이하 특별히 더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OECD 모델 주석서”라 할 경우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에 관한 주석서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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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OECD 모델 주석서상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해설 및 제시된 판단기준을 

소개하고, 제IV장에서는 최근 우리 법원이 선고한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쟁점으로 하는 판결에서 OECD 모델 주석서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본다. 이어 

제V장에서는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고유의 취지와 특성에 비추어 그 

국내존부 판단시 어떤 기준과 고려사항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인지, 다시 말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합당한 판단기준을 모색하되, 어느 범위에서 

OECD 모델 주석서상 기준을 활용함이 논리적으로 합당한지를 아울러 살펴본다.

III.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적 관리장소” 

- OECD 모델조약 주석을 중심으로 -

1. 법인의 이중거주자 문제 해결을 위한 OECD 모델조약의 내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고, 다수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는 개인과 개인이 아닌 인(법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의 이중거주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상기 제1항37)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 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38)

모델조약의 문언상으로만 보면, 법인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보다도 훨씬 간단한 

기준 즉,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기준만 제시되어 있다. 위 제4조 제3항은 1963년 

37)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하며, 또한 당해 국가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

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그 

국가소재 자본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 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38)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n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ne management is sit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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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모델조세조약39) 이래로 현재까지 개정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인데,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문언의 해석에 관하여 OECD 모델 주석서는 몇 가지 

참고가 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절을 바꾸어 소개한다.

2.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3항“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주석 요지

위 제4조 제3항에 대한 주석서의 내용 중 실질적 관리장소 해석과 관련하여 참

고가 되는 내용(주석 21문단 내지 24문단)을 중심으로 그 핵심만 추리자면 다음과 

같다.40)

○ 만약, 일방국은 법인등록에 중요성을 부여하나, 타방국은 실질적인 관리장소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우선권을 

인정할 특별규정이 필요하다(주석 21문단).

○ 이중과세가 문제될 경우 단순히 형식적 등록기준을 중시하는 것은 적절한 해

결책이 되지 않으므로 모델조약 제4조 제3항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에 중요성을 부여한다(주석 22문단).

○ 법인의 경우, 이 같은 우선권에 관한 기준설정은 해운, 내륙수운, 항공운수 소

득과 관련하여 특별히 검토되어 왔다. 이런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많은 조세조약은 그 기업의 관리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였으며, 일부 조세조약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중요성을 부여

하고, 또 다른 조세조약은 운영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주석 23문단).

○ 이러한 고려의 결과, “실질적 관리장소”는 개인 이외의 인을 위한 우월적 판단

기준으로 채용되었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법인의 전반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주요한 관리,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실질적 관리장소

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된 사실관계, 제반 상황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 

법인은 하나 이상의 관리장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관리장소는 한

번에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주석 24문단).41) 

39) http://faculty.law.wayne.edu/tad/Documents/Tax_treaties/oecd_1963.pdf에서(2013. 11. 4. 방문) 

확인가능하다.
40)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Condensed Version, July 22, 

2010), pp. 88-89. 
41) 이 부분 원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the place 

where key management and commercial decision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nduct of 

the entity’s business as a whole are in substance made.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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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OECD 모델조약상 판단기준은 우선, 실질적 관리장소를 “그 법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주요한 관리,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이해

하면서,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국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과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2008년 개정 주석에서 도입된 24.1문단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대안제시

한편, OECD 모델조약의 주석은 위 24문단에 이어 24.1문단을 적고 있는데 이는 

2008년 주석개정시 도입된 것이다.42) 이 24.1문단은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나

름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번역하여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개인이 아닌 인의 이중거주지 문제가 상대적으로 드

물게 발생한다고 보고 이 문제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어떤 나라들은 또한 그러한 그와 같은 구체적 사안별 판단방식(case by 

case approach)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실질적 관리장소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제3항을 다음과 같은 규정(the following provision)으로 대체함으로서 

권한있는 당국들에 의하여 개인 아닌 인의 거주지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하여 개인 아닌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일 경우, 양 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지, 기타 요소들을 참작하여 상호합의에 

의하여 조약상 당해 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호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개인 아닌 인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들에 의하여 합의될 수 있는 방식과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 조약이 정하는 

과세경감이나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위 규정43)을 적용하여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합의로 조약상 법인의 거주지를 

must be examined to determine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n entity may have 

more than one place of management, but it can have only one place of management at 

any one time.”
42) 2008년도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OECD, The 2008 Update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July 18, 2008), 참조(http://www.oecd.org/tax/treaties/ 

41032078.pdf, 2013. 8. 5. 최종방문).
43) “위 규정”(such a provision)이라 함은, 바로 앞에 제시된 “현행 제4조 제3항에 대한 

대체 규정”을 의미한다. 본 단락에서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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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경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요소들은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통상 열리는 곳”,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곳”, “고위수준의 일상적인 관리가 수행되는 곳”, 

“본사가 있는 곳”, “당해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준거법 국가”, “회계기록이 보관

되는 곳”, “조세조약상 당해 법인을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타방체약국의 거주

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조세협약 규정의 부적절한 활용(an improper use)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것이 기대된다.44) 양 체약

국간 이중거주지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아무런 해결기준을 (조약규정에) 표시함이 

없이,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재량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국

가들은, 위에 제시된 고려요소들 이외에 그들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다른 여러 관

련요소들을 참조하여 위 규정 자체를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의 적용은 문

제되는 법인이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메커니즘45)에 입각하여 그 해결을 요구할 

경우 이루어짐이 통상적일 것인바, 그러한 주장 즉, ‘해당 법인이 이중거주자로 

인정되는바, 해당법인에 대한 과세가 조세협약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그 법인에 

대한 최초의 (납세)고지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체약국상 거주

자인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될 것이

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는 권한있는 당국은 그 결론이 적용

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주석 24.1문단).        

위 주석 24.1문단은 현행 모델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서 거주지국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이 오늘날 양 체약국간 법인의 거주지 판단을 위한 

요소로서 불완전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위 24.1문단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떤 체약 당사자들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 모델조약 

제4조 제3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면,46)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44) 이 부분까지의 원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Competent authorities having to apply such a provision to determine the residence of a 

legal person for purposes of the Convention would be expected to take account of 

various factors, such as where the meetings of its board of directors or equivalent body 

are usually held, whe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other senior executives usually 

carry on their activities, where the senior day-to-day management of the person is 

carried on, where the person’s headquarters are located, which country’s laws govern the 

legal status of the person, where its accounting records are kept, whether determining 

that the legal person is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but not of the other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would carry the risk of an improper use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etc.”
45)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는 상호합의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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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문제되는 법인의 형식적․실질적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상호합의를 통해 거

주지국을 결정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호합의시 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형식적․실질적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통상 열리는 곳”, ② “최고

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곳”, ③ “고위수준의 일상적

인 관리가 수행되는 곳”, ④ “본사가 있는 곳”, ⑤ “당해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준거법 국가”, ⑥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곳”, ⑦ “조세조약상 당해 법인을 일방 체

약국의 거주자이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조세협약 

규정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이다.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위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7가지 기준은 주석 

24.1문단상 대체규정을 조세조약으로 채택한 체약국이 그 규정에 따라 상호합의를 

통해 어느 법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고자 할 때 고려될 수 있는 형식적․실질적 

기준들이지, 직접적으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을 위하여 제시된 기준들은 아니

라는 점이다. 적어도 주석서의 전후문맥을 엄밀히 보면 그렇다. 뒤에서 다시 언급

하겠으나, 현재 나온 하급심 판례들은 OECD 모델 주석서상 제시된 위 7가지 기준

들이 주석서상 마치 그것이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이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 점은 OECD 모델 주석서의 내용을 다소 오해한 

것이다. 물론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시 감안하여야 할 종합적 고려사항으로서 위 

7가지 기준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위 주석서상 

문맥에 의하거나 위 기준들 중 ④, ⑤는 실질이 아닌 형식에 치중한 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7가지 기준들은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기보다는 권한있는 당국이 만나 상호합의를 통해 법인의 거주지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고려될 종합적 사항들로 제시된 것이다.

46) 모델조약 제4조 제3항을 기꺼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로 위 주석 24.1문단에서 제시된 

것들을 재정리하자면, 법인의 거주지국 충돌 문제가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그때그때 

합의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점,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통한 거주지국 결정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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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약상 목적47)의“실질적 관리장소”개념의 불완전성 및 그 불완전성이 

법인세법상 동 개념적용에 미치는 영향

어떤 법인이 양체약국의 내국법상 모두 각국의 거주자(=내국법인)로 판단될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가리라는 현행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

의 내용은 이미 1963년 모델 이래로 개정된 바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개정되어 도입된 OECD 

모델조약 주석서의 해당부분 24.1문단에서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의 불완전성을 

시사하며 한 걸음 물러나, “실질적 관리장소”기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체약국

들은 “실질적 관리장소”뿐 아니라 그 밖의 형식적․실질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호합의”로 결정하라는 대체 모델규정까지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조약상 법인의 거주지국 결정방법에 관한 OECD 모델조약 및 그 주석서 개정에 

관한 논의를 담은 자료들48)49)을 보면, 1990년대 말경 이미 모델조약 제4조 제3항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환경에서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상업적 의사결정과 중요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으로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거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의 적용결과가 법인에 관한 형식보다 운영의 실질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하고자 했던 판단기준의 의도와 다른 의외의 결과를 낼 위험이 가

시화된 것이다.

기술발전에 따라 적용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의 적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 논의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 예컨대 회사

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들이 경영의 수단으로 주로 인터넷을 통한 화

상회의를 활용하는데 그 이사들이 각기 전세계에 흩어져 법인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어느 한 곳을 집어내어 그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라 칭하기가 결코 쉽지 

47) 여기서 조약상 목적이라 함은 이중과세 방지의 목적, 특히 “실질적 관리장소”문언과 

관련하여서는, 양 체약국의 법상 어느 법인이 양국 모두의 거주자(내국법인)인 경우 

조약상 그 법인을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고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지 않기 

위한 판단기준으로서의 목적을 의미한다.
48) TAG보고서-1(주 8).
49) TAG보고서-1(주 8); TAG, Discussion draft (May 27, 2003)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oncept : Suggestions For Changes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http://www. 

oecd.org/tax/treaties/2956428.pdf, 2013. 8. 5. 최종방문. 이하 본 자료를 “TAG보고서-2”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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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이 A국가의 거주자이고, 나머지 절반이 B국가의 거주

자라면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국을 한 국가로 정하기가 쉽지 않다.50)

글로벌 교통수단의 발전과 활용의 보편화 또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영향을 

주고 있어, 실질적 관리장소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다. 

예컨대 경영진이 대륙을 오가는 항공기 내에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전세계에 

흩어진 사업장들을 방문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를 생각해 보자. 다

국적 기업의 이사회가 연중 세계 각 곳에서 돌아가며 개최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 관리장소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이 또한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느 한 곳에 있음을 전제로 한 조약상 판단기준의 적

용을 어렵게 만든다.51)

전통적인 상황에서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모두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어느 법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양 체약국 중 어느 한 곳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

러웠다고 볼 수 있으나,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양 체약국 

모두 실질적 관리장소가 부재하고 제3국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한다고 봄이 적

절한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52) 이런 경우에는 체약국간 거주지국 결정기준

으로서의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이 무력해질 수 있다.

2008년에 OECD 모델조약 주석서가 개정되면서 특히 현행 제4조 제3항의 “실질적 

관리장소”기준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보는 국가들은 개정 주석서 24.1문단

에서 제시된 대안의 채택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배경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

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시대상황의 변화로 인한 도전 외에도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자체

가 가지는 한계도 있다. 즉, 실질적 관리장소가 체약국 중 어느 곳에도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느 법인이 X국에 

설립되고, 실제 경영은 Y국과 Z국에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X국

가는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 설립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Y국가는 관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X와 Y는 OECD 모델조약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법인은 X-Y간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각 체약국의 내국

법인(거주자)이다. 따라서 이중거주자 문제는 제4조 제3항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50) TAG보고서-1(주 8), 36 내지 40문단 참조.
51) TAG보고서-1(주 8), 42 내지 44문단 참조.
52) TAG보고서-1(주 8), 45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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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어야 한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Y라면 조약상 그 법인은 Y거주자로 귀결된다. 

그러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Z라면 조약상 X, Y 어느 나라의 거주자도 아닌 셈이 

된다.53) 이것은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 자체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위 논의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

장소 기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 검토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나, 조심스러우나마 사견을 개진하자면 아니라고 본다.

조약상 기준으로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도전을 받는 이유는 그 기준으로 적용하여 

합당한 결론(=조약상 거주지국의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경우는 형식과 

실질의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에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었는지를 규명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가 여부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므로 여전히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조약상 기준이라면 두 체약국 간에 어느 쪽 거주자임을 반드시 결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는 반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은 당해 법인의 종합적 고려 

결과 내국법인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저 내국법인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교통의 발달로 인한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의 부적절성 논의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54) 또한 위와 같이 Couzin이 

제시하는 동 개념의 한계도 법인세법상 개념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 예

에서 우리나라가 Y국이라고 보면 법원이나 국세청은 자료에 비추어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까닭에 조약상 개념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사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법인세법상 개념에는 조약상 동 개념이 가지는 앞서 본 불완전성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다. 법인세법상 개념에 대하여 한결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한결 구체

적인 판단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여부이다. 

53) Robert Couzin, 전게서(주 22), 168쪽에 제시된 설명과 예이다. 
54) David R. Tillinghast, 전게논문(주 15), 262쪽에서는 내국법인 판단기준을 다루면서 영

국의 ‘주요 관리 및 통제장소’ 기준에 대하여 이사들이 전화를 통해 회의하거나 회의장

소를 여러 나라에 걸쳐 돌아가며 하기도 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경영기능이 이사

회의 위원회별로 분산되어 여러 나라에서 부문별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의 이

유로 이는 매우 불명확한 판단기준이며, 나아가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

지도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내국법인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

에 대하여도 앞서 주 15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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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최근 하급심 법원판결에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 내용

1. 서설

최근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재를 이유로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타당성에 관하여 몇 건의 법원 판결

이 선고되어 주목된다.55) 그중에서 이하에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는 두 판결은 

모두 제1심 판결인데,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 관한 주석서 24.1문단이 제시하는, 앞서 이 글 III. 3.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7가지 기준들을 주된 잣대로 삼아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간

략히 소개하여 실무상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이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2. 선고 2011고합1291,1292(병합) 판결

이 사건56)(이하 “선박왕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실질적 관리

장소 개념의 해석을 위해서는 국제적 경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OECD 모델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 대한 주석서 24.1문단에서 열거된 7가지 기준들이 실질적 

관리장소의 구체적 판단기준이라고 소개하고 이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57)

  … 살피건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수행됨과 아울러 그 경영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라면 당해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러한 장소를 판정할 때에는 당해 법인의 목적 및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그 법인을 통제하거나 영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경영자 

기타 의사결정권자의 활동장소가 어디인지 개별적․구체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12.경 홍콩에 설립된 자동차해상운송회사(이하 ‘갑 

회사’)가 그곳에 소수의 경리직원 정도만 두고 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내에 

55) 이 글의 주 35.
56) 이른바 세간에 “선박왕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으로 선박왕이 홍콩에 자동차해상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하였는데, 그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

에 둔 내국법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57) 선박왕 형사사건 판결문 42 내지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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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별도 법인(이하 ‘을 회사’)과 포괄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한 사실, 을 회사의 수입은 갑 회사가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가 거의 전부였으며, 갑 회사와 을 회사는 모두 개인 A가 다단계 출자구조를 통

해 궁극적으로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지배하는 1인회사인 사실58), A는 갑 회사

의 대표이사이면서도 홍콩의 연간 체류일수는 과세대상이 된 사업연도인 2006년 2

일, 2007년 33일, 2008년 114일, 2009년 63일인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같은 기간 

각 135일, 194일, 104일, 128일이었고, A가 국내에 머무를 경우 을 회사에 마련된 

회장실에 출근하여 갑 회사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 적지 

않은 사실관계를 설시하면서, 갑 회사의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가 갑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바, A 및 갑 회사와 을 회사의 이사를 겸하는 A의 동서

가 이끄는 그룹기획관리팀, 기타 을 회사의 임직원에 의하여 갑 회사의 상업적 

의사결정 및 중요한 관리행위가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비록 갑 회사의 

주사무소가 홍콩에 있고, 홍콩이 갑 회사의 설립준거법국가이며, 회계기록 보관지가 

홍콩이라는 점만으로는 갑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갑 회사가 내국법인이라고 보았다.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위 주석서상 제시된 7가지 판단기준들이 참고 내지 원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10673 판결

이 사건59)(이하 “매지링크 행정사건”)에서는 법원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

장소 국내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 관한 주석서 

24문단과 24.1문단을 인용하고, 24.1문단에 거시된 7가지 기준을 그대로 열거한 후, 

이를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의 잣대로 삼아 국내에 그러한 기준들에 부합하는 사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각 기준별로 하나하나 판단하였다.60) 이 사건에서 특기할 점은 

위 주석 24.1문단에서 제시된 기준들에 더하여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동”이라는 

58) 선박왕 형사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를 한결 구체적으로 설명

하자면, 두 회사 모두 직렬 출자관계의 정점에 A가 위치하고 있고, A는 그 주식을 

모두 조세피난처 소재 로펌에 명의신탁을 해 둔 상태이며, 두 회사의 직렬 출자관계는 

A단계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부분이 없어 외관상으로는 상호 무관한 회사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59) 이 사건은 선박왕 사건처럼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건은 아니나 실무에서 원고 법인의 

상호 중 일부를 따서 “매지링크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60) 동 판결문에서는 약간의 외국 입법 및 해석례를 소개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판단과정

에서는 주로 OECD 모델조약 주석서상의 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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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해당 부분 설시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해운이나 내륙수운, 항공운송과 같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수시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거주지를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잘 이동하지 않는 요소에 결부시키고자 한 데서 유래한 것이므로,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몇몇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법인과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고(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동등하게 실질적 

관리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호에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속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점이나 주사무소와 달리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

할 때 중요한 결정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충족하는지는 

개별사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실질적 관리주체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종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와의 관련

성이 아예 끊어지거나 그와 같은 장소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실

질적 관리장소가 이동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동’이라는 요건을 요약하자면,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 관

리주체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사업을 수행한다 해도 종래 형성되어 있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었다면 그 장소와의 관련성이 아예 끊어지거나 종래 장소가 실질적 

관리장소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실질적 관리장소가 이동된다는 것

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보자면 다음과 같다. 과세처분을 받은 법인(이하 

‘병 회사’)은 2000년에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었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많게는 

약 20억원, 적게는 약 1억원의 연간 매출실적을 올리면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

였으나, 과세관청은 병 회사가 2008년도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사업수행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2009년도에는 국내에서 국내회사 발행 사채를 매수하고 상환받는 사

업활동만을 수행하였는데, 병 회사의 지배주주인 개인 B가 국내에 2008년 206일, 

2009년 271일을 각 체류하였다는 사정, 국내에 B의 집무실이 존재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사채매수 및 상환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2009사업연도에 

병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존재한다고 보고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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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OECD 모델 제4조 제3항 주석서 24.1문단 제시 기준들 하나하나를 이 

사건의 자료들에 비추어 판단하였는데, 2009년도에 병 회사의 이사회가 국내에서 

개최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개인 B가 국내 집무실을 두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업

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가 국내에서만 의사결정

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국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고위수준의 일상적 관리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싱가포르이고, 원고는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된 후, 그곳에서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환급받고 피용자들의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병 회사의 법적 자격을 규율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이고, 국내

에는 병 회사의 회사채 매입 등 관련 자료만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 회계자료가 

국내에 보관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병 회사가 회사채를 매입한 경위나 병 회사

가 증권거래세, 아지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조약의 부적절한 이용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OECD 모델 제4조 

제3항 주석서 24.1문단상 제시기준을 이 사건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한 가지 잣대를 더 들이대어, 병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인 개인 B를 

기준으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입증한 증

거는 국내 소재 B의 집무실 소재지인 빌딩에서 나온 병 회사의 국내 법인 회사채 

관련 자료 및 이메일 자료뿐인데 B의 의사결정 자료는 발신장소를 특정할 수 없

는 이메일뿐이며, 이러한 이메일상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들이 수행한 회사채 관련 

업무 집행행위도 2009. 1.부터 같은 해 9.경까지에 그치고 있어 이 정도 기간만으

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지속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같은 기간 회계자료의 보관이나 세금 등의 납부가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

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의 국내 법인 발행 회사채 매입업무가 수행된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병 회사의 사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종전 싱가포르와의 관련성이 끊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동”이라는 위 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이 사건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인 병 회사의 2009사업연도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

다고 볼 수 없어 병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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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두 판결에 대한 평가

위 두 사건에서 법원은 전자의 경우 해당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존

재한다고 판단하였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은 달랐으나, 위 두 사

건 모두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에 관한 주석서 24.1문단이 제시하는 7가지 기

준들을 주요 잣대로 삼아 상업적 의사결정 및 중요 관리행위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위 각 사건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한다면, 

각 법원이 내린 결론은 수긍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위 두 판결 모두 주석서 24.1문단에서 제시된 7가지 기준이 마치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해당 

주석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위 7가지 기준들은 조약상 거주지국 결정

기준으로서 권한있는 당국간 상호합의시 고려할 점들로 제시된 것이지, 직접적으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물론 그중에는 실질적 관리장

소 판단기준으로도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적어도 

위 7가지 기준 중에서 “본사가 있는 곳”, “당해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준거법 

국가”라는 기준들은 실질적 요소가 아니라 형식적 요소이므로 이를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판단시 고려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61) 또한 매지링크 행정사건 판결에서

는 원고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하면서 “조약의 부적절한 이용을 초래할 위험”기

준을 잣대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은 그럴 위험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주

석서 24.1문단의 기준 중 그 성격상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논리적으로 무관한 내용의 기준을 적용한 허점이 보인다.62)

2013. 10.말 현재까지 국내에서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한 사건은 위 

두 사건을 포함한 세 건의 판결(이 글 각주 35)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위 

각 판례의 사안을 통해 이 글의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장을 

바꾸어 OECD 모델 주석서상 제시된 기준을 법인세법상 취지와 법적 성격에 맞게 

합당하게 활용 또는 응용함을 통한 바람직한 내국법인 판단기준에 관한 해석론을 

모색해 보자.   

   

61) 이 글 V. 3. 부분에서 상세히 본다. 
62) 이 글 V. 4. 부분에서 상세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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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타당한 판단기준 모색

1.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 주석서의 참고가치와 한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약상 개념이나 법인세법상 개념이 가지는 의미는 같고 원

칙적으로 판단기준도 공통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약상으로나 법인세법상으로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별로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이며, 그 판단을 

위해 필요한 법인을 둘러싼 사실관계들도 상호 공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은 내국법인 여부 판단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조약상 개념과 법인세법상 개념은 그 기능이나 취지가 다르므로 조약

상 개념에 관한 해석기준인 OECD 모델 주석서를 참고할 때에도 이에 따른 한계

가 지켜져야 한다. 즉, 법인세법상 개념을 해석할 때 OECD 주석서상 기준 중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논리상 배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기준

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절히 응용해서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이하에서는 OECD 모델 제4조 제3항에 관한 주석서상 제시된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합당한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실질적 관리장소”개념에 대한 OECD 모델 제4조 제3항 관련 주석서

에서 법인세법상 판단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기준

○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법인의 전반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주요한 관리,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주석 24문단).

이 부분은 특별히 참고할 기준이랄 것도 없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을 풀어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법인의 

사업상 중요한 관리, 상업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는 

이미 법인세법 개정과정의 입법자료, 국세청의 유권해석, 개정 법인세법 해설서 등

에서도 밝혀주는 바임은 앞서 보았다. 

여기서 관리라 함은 “경영”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바, 종업원이 아닌 

관리자나 임원이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공장이나 매장 같은 영업장소라 하더라도 

그저 현장종업원이 일하는 장소는 관리장소라 할 수 없다.63) 실질적 관리에서 “실

63) 이창희, 전게논문(주 9),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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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이라 함은 “형식적”이라는 말에 견주어 쓰이는 것으로서 동 개념이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위에 둠을 시사한다. 예컨대 형식적으로 이사회가 어떤 장소에서 열린다 

할지라도 지배주주가 따로 있어서 실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그 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 실질적 관리장소라고 본다.64) 의사결정을 하는 외양이나 형식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이나 결정되는 장소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 실질적 관리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된 사실관계, 제반 상황이 검토되

어야 한다(주석 24문단).

이는 “실질적 관리장소”개념의 본질상 당연하고, 조약상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에 의문이 없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

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하는가이다.

○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통상 열리는 곳”,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곳”, “고위수준의 일상적인 관리가 수행되는 곳”

(주석 24.1문단) 

본 내용은 주석서 24.1문단에서 제시하는 제4조 제3항의 대체조항 채택시 상호

합의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실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다. 주석서 24.1문단에서 제안된 

대체규정에서 상호합의시 고려할 요소로 들고 있는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지, 기타 

요소들”65) 중에서 위 3가지(그리고 바로 뒤에서 따로 볼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곳”)

는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본사가 

있는 곳, 당해 법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준거법 국가와 같은 기준은 형식적 요소에 

대응하는 것으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이 점은 이

하 3.에서 본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앞서 보았듯 주요 관리,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

어지는 곳을 의미하는데 영업활동이 수행되는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1인 주주이자 대표자가 법인의 의사결

64) 이창희, 전게논문(주 9), 221쪽.
65) 주석서 24.1문단의 대체규정 중 해당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양 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지, 기타 요소들을 참작하여 상호합의에 의하여 조약상 

당해 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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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자라고 한다면 그가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어디서 하였는지는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에 

있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부분인데, 과세관청더러 대표자가 어디서 

무슨 결정을 했는지를 다 밝히라고 요구한다면 내국법인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요건은 현실상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석 24.1문단 중 위 

3가지 기준66)은 각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라면 통상 그곳에서 상업적 의사

결정이나 중요한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간접사실이 된다.

○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곳”

주석서상 이 기준은 “where its accounting records are kept”라고 표현되어 있어 

문언상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즉, 재무상태표(a balance sheet)나 손익계산서

(a statement of profit and loss)와 반드시 맞지는 않다. 여기서 말하는 회계기록(accounting 

records)이라 함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이나 회계장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금

전출납이나 거래내용 따위를 적은 전표나, 매출채권․매입비용의 근거가 되는 자

료, 실제 수금된 금액에 관한 자료, 잔액에 대한 정산자료 등 재무제표 작성의 기

초가 되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회계기록 서류들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무제표야 형식적 설립지에 얼마든지 비치할 수 있는 것이

므로 재무제표 보관장소는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회

계기록들은 사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업활동과 수반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그 비치장소란 실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계기록은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에 보관된다 할 수 있으므로 국내 소재한 법인의 사무실 등에 위 자

료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국내에서 중요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간접사

실이 될 수 있다. 

66)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부연하자면, 주석서 24.1문단의 참작사항 7가지 중 위에서 

언급한 3가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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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질적 관리장소”개념에 대한 OECD 모델 제4조 제3항 관련 주석서

에서 법인세법상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기준

○ 한 법인은 하나 이상의 관리장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관리장소는 한 

번에 오직 하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주석 24문단).

조약 목적의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체약국간 조약상 거

주지국을 규명하겠다는 이른바 Tie Breaker Rule이므로 체약국간 문제되는 법인에 

관련한 가급적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어느 한 곳에 판정승을 선언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 관리장소는 한 시점에 오직 한 곳에만 있다고 

전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 개념은 어느 

법인의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련성을 서로 비교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그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피면 되며 

원칙적으로는 외국의 요소와 비교형량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법인세법상 판단과

정에서도, 설립지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의 사정과 우리나라에서의 사정은 비교

형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한결 상세히 살펴보자.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한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면 당해 법인은 불복절차

에서 으레 “원고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D국가에 소재합니

다.”라고 주장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원고의 그 같은 주장만으로,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해 법인의 우리나라와의 

관련성과 D국가와의 관련성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내국법인 여부 즉, 납세자가 우리나라 거주자

인지 여부를 밝히고자 하는 개념이므로 우리나라와 법인과의 관련성만 검토하면 

충분하고, 조약상 거주지국을 밝힐 필요가 없다(어느 법인이 법인세법상 우리나라 

내국법인라도 조약상으로는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아닐 수 있다). 원고

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취지가 “원고가 우리나라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내국

법인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원고는 또한 D국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

하여 D국 거주자(내국법인)이기도 하므로 조약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고 주장 및 입증한다면67) 그제서야 법원은 조약상 거주자국을 가리기 위한 “실

67)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시 당해 개인이 외국 거주자에 해당하여 그 외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이 문제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그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명확한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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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관리장소”개념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위 주석 24문단에서처럼 우리나라와 

D국 중 어느 곳이 거주지국인가를 비교형량하여 한 곳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런 의미에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문제되는 단계에서 “실질적 관리장소”를 검토

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당해 법인에 관한 각 사정들을 비교할 필요

가 없고 그저 우리나라 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살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68)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D국이 원고의 설립지국이거나 원고의 본점 또는 주사무

소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달리 보아야 한다. 이때에는 법인세법상 국내 실질적 관

리장소 존부 판단시 D국에서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사정과 D국에서의 사정을 비교형량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원고의 주장취지는 결국 설립지나 주사무소 소재지

에서 상업적 결정과 주요 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라는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의 입법취지를 생각할 때 “실제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없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

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

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68) 이 점은 개인의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판단과 관련하여, 조약상 거주자 여부 판단이 

아닌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시에는 국내의 생활관계만 고려하면 족하며 외국의 

생활관계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즉, 대

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판결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그 과세권행사의 배제를 구하는 취지가 아니고 단지 원고가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거주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

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로 일본에서의 이 사건 과세기간 전 과거의 행적이나 미국에 소재하는 

원고 보유자산의 많고 적음과 이미 장성하여 독립한 아들들의 체류지 등을 들어 원고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결국 원심이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실들을 모두 적법하게 인정하고서도 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사실만을 중하게 보아 원고가 거주자가 아니라거나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의 해석적용 내지는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라고 밝혀주고 있다(강조는 필자). 이에 관한 한결 

상세한 언급은 이창, “역외탈세의 개념과 역외탈세사건에서 거주자관련 법적 쟁점”, 

BFL, 제57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5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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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설립지국가의 사정에 관한 비

교형량은 불가피한 까닭이다. 이때, 당해 법인의 설립지에서의 사정들에 관하여는 

납세자 측에 증거가 편중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내에

서의 사정들을 주장입증한다면, 외국의 부분은 납세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어느 법인이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에 있다고 

주장할 경우 — 그 다른 나라가 그 법인의 설립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한 —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국내에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한 단순부인 이상의 의미

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국내 실질적 관리장소 인정근거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은지만 판단하면 그만이다. 어느 법인이 다른 나라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따로 소재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법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다른 나라의 국내법상 거주자(내국법인)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과 그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판단을 위해 양국

에서의 법인 사정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어느 법인이 내국법인임을 

부인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나라와 설립지 이외의 제3의 국가에 실질적 관리

장소가 존재한다”라고만 주장하고 만다면 이는 스스로 그 법인의 형식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이다.

한편 위 주석서상 기준에서 “관리장소”와 “실질적 관리장소”를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임을 밝힐 조

약상의 필요에서 “비교형량”을 전제로 한 두 개념을 설정한 것이다. 위 주석서상 

“관리장소”가 독일에서의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서의 “관리장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관리장소’와 ‘실질적 관리장소’가 서로 

구별이 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구별이 어렵다.69) 이러한 의미에서 위 주석서상 

“관리장소”라는 개념은 ‘실질적 관리가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개별 근거사실’ 

정도로 이해함이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중요한 경영활동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장 비중이 크고 다수의 경영활동이 이루어진 오직 한 국가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위 주석서상 기준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 판단기준은 “국내에서 중요한 

69) 이 글 II. 4.부분 및 주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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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상당정도 인정되는가”를 묻는 것이지, “중

요한 관리 등의 사실이 다른 나라보다도 국내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는가”를 묻고

자 함은 아니다. 내국법인 판단시 후자를 묻게 되면 조약상 기준과 내국법인 판단

기준의 입법취지상, 기능상, 적용단계상의 차이가 무시되고 만다.

○ “본사가 있는 곳”, “당해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준거법 국가”(주석 24.1문단)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현실적 전제

조건70)은 이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법인세법 제1조의2 제1호). 이 같은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 내국법인

으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 관리장소는 따질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OECD 모델 주석

에서 제시하는 기준들 중에서, “본사가 있는 곳”, “당해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준거법 국가”라는 기준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단계에서는 판단의 전제

요건일 뿐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기준들 자체가 법인

에 대한 거주자 여부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주의”와 모순되는 “형식주의”적 개념

이고, 위 사실들은 상업적 의사결정이나 주요 관리행위 장소를 판단하기 위한 간

접사실로서의 연결성도 없거나 약하다. 따라서 내국법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를 판단시 위 기준들은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내국법인 판단단계가 아니라, 조약적용의 단계에서는 “실질적 관리장소”판단

기준에 위 요소를 포함시킨다 해도 — 개념상 매우 어색하기는 하지만 — 나름 의

미가 없지는 않다. “Tie Breaker Rule”로서의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기능을 고

70)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서 규정한 내국법인 정의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그렇다면 국내에 본

점 등이 있거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내국법인이 되는바, 국내에 본점 등이 있

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 관리장소 검토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실질적 관리장

소 국내존부 여부와 택일적 사항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문언상으로는 병렬

적이나 현실적으로 국내에 본점 등이 있느냐라는 형식적 요건은 쉽게 판단되는 것이

어서 조세불복절차에서 쟁점사항이 되기 어렵고,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이 외국에 

있거나 당해 법인이 외국에서 설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법인세법상 실

질적 관리장소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이미 그 법인이 외국에서 설립되었거나 

그 본점 등을 외국에 두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을 보면,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문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란 이미 법인이 외국에 본점 등을 두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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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양 체약국에서 비슷한 정도의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설립지, 주사무소 소재지, 설립준거법과 같은 형식적 요소까지도 총동원

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한 다음 어느 한쪽으로 거주지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71) 그러므로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시에

는 OECD 모델 주석서가 제시하는 바와 같은 위와 같은 형식적 요소도 판단기준

으로서는 나름 쓸모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

과정에서 형식적 기준을 가져온다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응하지 않는 등 이론상 

뒷받침이 없이 그저 논리모순에만 빠지게 된다. 국내에 설립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실질적 관리장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다시 국내에 설립되지 아니하였

다는 점을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시 고려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4.“실질적 관리장소”개념에 대한 OECD 모델 제4조 제3항 관련 주석서

에서 법인세법상 판단기준으로 활용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응용되어

야 할 기준

○ “조세조약상 당해 법인을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이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조세협약 규정의 부적절한 활용(an improper use)을 초래

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주석 24.1문단)

위 기준은 문언상 내국법인 판단시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내국법인 여부는 

국내법에 의한 판단일 뿐이어서 조세조약과 무관한 까닭이다. 위 기준 역시 직접

적으로는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이 아니고 상호합의를 통한 조약상 거주지국 결

정시 고려하라는 요소이나,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시에도 고려될 여지는 있다.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을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명백히 입법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위 기준은 어느 법인이 실질적 관

리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 부당하게 본점 또는 주사

무소를 다른 체약국이나 제3국에 두고 그곳에서 최소한의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조세조약의 부적절한 활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의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면, 실질적 

71) 주석 24.1문단에서 위와 같은 형식적 기준도 함께 제시한 것은 대체규정을 채택할 경

우, 그에 따른 상호합의시 실질적, 형식적 모든 요소를 고려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체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을 그대로 가져온다 

해도, 실질적 관리장소의 Tie Breaker Rule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 같은 형식적 기준

도 보충적으로는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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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장소 개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조세협약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합당하게 

조세부담을 할 수 있도록 거주지국 판단을 위한 종합적 고려시 이 점도 참작하라

는 의미로 이해된다. “부당한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라는 것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입법취지와도 연결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과정에서는 

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법인이 저세율국가 

혹은 무세율국가에 주사무소를 두고 실질적 관리는 국내에서 함으로써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세금을 안 

내려”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 인정시 참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72)

이 부분 주석상 기준을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시 끌어오는 것은 다소 

논리적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런 입장에 따라 굳이 위 

기준을 법인세법 해석기준으로는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위 기준과 별도로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통한 조세회피행위 방지라는 개정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다음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추가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며, 그렇다면 위 주석서상 기준을 고려하지 않아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5. 법인세법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주석서와 별도로 제시될 

수 있는 추가 판단기준 내지 고려사항

○ 설립지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법인의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부담 여부와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도를 드러내는 사정들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이 관련되는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종합적 고려의 결과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를 판단할 때 위의 기준도 참작됨이 입법취지를 고려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문언상으로만 보면 위 기준은 실질적 관리장소 존부와 연결되지 않는 듯 하고 

목적론적 해석의 성격이 짙다 할 수 있지만, 해당 법인이 내국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그 법인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72) 이런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매지링크 행정사건”판결에서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와 

관련하여 이 부분 기준을 제시하면서 판단한 부분은 조약상 개념과 법인세법상 개념을 

혼동한 것이어서 부당하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석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논리적

으로 볼 때 주석서의 적절한 활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이 글 IV.의 해당 서술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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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과 법인의 설립지와 운영장소이라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

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하였다는 의도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난다면 

이 점은 실질적 관리장소의 국내 존부에 관한 종합적 고려시 내국법인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본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소득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소재의 요건을 다소 넓게 인정하여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게 한다 해도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의 조세회피의도가 확인되는 이상 그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내에서의 실질적 관리를 뒷받침하는 어느 정도의 자료들이 제출

된다 해도73), 당해 법인이 설립지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서 소득에 대한 상

당한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이 밝혀진다면 조세회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인바, 법인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내국법인으로 과세하거나 그러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데 한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조약상 개념보다 논리적으로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임74) 

조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일단 체약국들의 내국법상 어떤 법인이 이미 

각 체약국의 거주자로 모두 인정되고 있음을 전제로, 조약상 ‘하나의 거주지국’을 

가리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라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다른 

나라의 법상 어떤 법인이 그 나라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약상 개념과 법인세법상 개념은 법논리적 적용단계에서 차이가 있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단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이미 거주자로 판단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조세조약을 통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하여 한 법인에 대한 양 체약국의 이중과세를 막으려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73) 실질적 관리의 근거가 되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를 판단

하게 되므로 그러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여부를 저울질해야 

한다.   
74)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은 설립지 등 형식적 요건 및 관리지주의를 병용하므로 

조약상 거주지국 판단요건보다도 넓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자체의 개념이 조약상 동 개념보다도 넓게 해석될 여지

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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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장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진 요소들을 두루 살펴 

양 국가간 비교형량하여 설득력 있고 공정한 판단(가급적 양 체약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느 체약국의 국내법상 “실질적 관리장소”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약상으로는 당해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인정되지 않는” 결론이 조약적용

시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결론이 된다. 국내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인정 여부는 조약

적용의 전단계에서 작동하는 쟁점인 까닭이다(어느 나라의 국내법상 거주자로 인정

되지 않으면 거주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약적용 여부 판단은 애시당초 불필요함). 

이런 점에서 조약상 거주자 결정을 위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법인세법상 내국

법인 여부 판정을 위한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범위를 달리하며, 후자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앞뒤가 맞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순수하게 우리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존부만을 따지는 단계에서는 외국의 경영수행활동과 우리나라의 

그것과 엄밀히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관리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피면 족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경우 체약국 사이에서 첨예한 과세권 배분의 문제이

므로 법원에서 이를 판단할 시에도 엄격한 비교형량을 통한 공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존부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에 관한 문제이

므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도 문제될 것은 없다. 

물론 납세자의 권익이라는 차원, 과세권 남용방지차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도 옳으나, 이 점은 앞서 본 추가적 기준인 납세자가 설립지 등 다른 나라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낸 사실이 있는지, 조세회피의도가 엿보이는지 등의 요건까지 

고려하여 과세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하면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조약상 개념과 법인세법상 개념이 어의는 동일하나, 전자가 후자보다도 법적용상, 

기능상 더 좁아진다는 점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 가령 

어느 법인이 C국에서 설립되었고, A국과 B국에서 경영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정도는 A:B:C=4:5:1이라고 하자. A, B국이 모두 내국법인 판단

기준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고, A, B국가간 OECD 모델과 같은 조세조약

이 체결되어 있다. 이때 A국이 당해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A국

의 법원은 국내에서 상당정도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해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판단하여 동 과세처분을 지지할 수 있다.75) 나아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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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법인은 자신이 B국 거주자라는 점과 조세조약상 B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입증하면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A, B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정들을 비교형량하

여 당해 법인이 내국법인이지만 조약상으로는 B국 법인이므로 결국 조약상 비거

주자가 되어 과세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A국이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에 따라 거주자이나,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규

정상으로는 거주자가 되지 못한다. 결국 법인세법상 동 개념이 조약상 개념보다도 

넓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이 조약상 그것보다도 얼마나 더 넓은 개념인

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더 넓은 개념임에는 틀림이 없다.76) 

이는 과세관청이나 법원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여부 판단시 조약상 Tie 

Breaker Rule을 적용하듯 납세자가 주장하는 “다른 나라의 과세당국의 입장”까지 

일일이 배려하면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조심스럽게 적용하여야 할 것은 아님

을 시사한다.  

6. 소결론 -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내국법인 요건으로서의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77)

75) 우리 법인세법의 문언 및 이 글에서 제시된 기준들에 의할 때, 당해 법인 운영과정에서 

전체 실질적 관리의 40%정도의 실질적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고,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조세회피의도가 드러난다면 당해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6) 앞서 Wood v. Holden (주 24) 사건의 제1심 담당판사 Park 역시 적어도 결론적으로는 

조약상 개념이 보통법상 개념보다도 엄격하다고 설시함을 보았다(주 31). 그러나, Park 

판사는 별다른 논증 없이 문언(wording)상 그렇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언상으로는 양 개

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위 예시에서 보듯 양 개념의 목적상․기능상․적용단계

상 차이점으로 인해 조약상 개념이 법인세법상 개념보다도 그 적용범위가 좁아진다.
77) 견해에 따라서는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을 위 OECD 주석상 판단기준 내

지 가이드라인과 달리 해석함으로 인한 실익이 무엇인가, OECD 주석서상 제시된 가

이드라인은 어차피 거주자 결정의 요소와 무관한 요소들이 아닌데 이를 굳이 분류하여 

법인세법상 개념 판단기준용으로 재정리할 필요까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간략히나마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OECD 모델상 동 

개념은 법인세법상 개념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므로 법인세법 개념에 따른 판단시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 실제로 우리 법원도 그러하고 있음을 보았다. 다만 조약상 

개념은 법인세법상 개념과 그 기능이 엄연히 다르고, 입법취지도 다르므로 그러한 기

능차이를 감안하여 참고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 맞지 않는 

주석서상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참고하여 내국법인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는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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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법인의 전반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주요한 관리,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실질적 관리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된 사실관계, 제반 상황(이하 “관련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검토대상이 되는 법인의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통상 열리는 곳이 국내인지

  ②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국내인지

  ③ 고위수준의 일상적인 관리가 수행되는 곳이 국내인지

  ④ 국내에 회계기록이 보관되고 있는지

  ⑤ 설립지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법인의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부

담한 바 있는지

  ⑥ 그 밖에 납세자가 외국에 설립되거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둔 것이 조세회피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내는 사정들이 있는지

○ 기타 고려사항 1 —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조약상 개념과 달리 

법인의 외국 내에서의 관련사항과 국내에서의 관련사항을 비교판정하여 검토

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국내에서 충분한 관련사항이 인정되면 내국법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외국과의 비교판정은 첫째, 당해 법인이 우리나라 및 그 외국의 

거주자인 점, 둘째, 그 외국과 우리나라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비교판정이 

필요한 점이 모두 인정될 때 법인의 조약상 거주지국을 가리기 위해 비로소 

필요한 것이다. 다만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여부 판단을 위해서도 설립국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국의 사업수행 모습과 국내에서의 모습은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형식과 실질의 괴리를 통한 조세회피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까닭

이다. 이때 설립국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의 관련사항은 납세자가 주장입증

하여야 할 것이다. 

○ 기타 고려사항 2 —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조약상 개념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그 판단시 이중과세 위험은 고려될 필요가 없으며, 

납세자가 설립지나 주사무소 소재지에 적정한 소득세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의 문제도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나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어차피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기준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성격의 잣대”라면 어떤 내용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판단기준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이 달라지면 판

단결과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법인세법상 개념의 판단기준을 생각함에 

있어 조약상 개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OECD 주석서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

하여 참고하는 것에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이 글의 논의에서 보듯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뜻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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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할 개념은 아니다. 

 

이상의 기준들은 기본적으로 OECD 모델 주석서 관련 부분을 참조하되 법인세

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도입취지와 법적 성격에 따라 적절히 응용한 것이

다. 이상의 기준과 고려사항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를 판단한다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출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상의 기준들이 OECD 모델조약의 

주석서를 참고한 판례법리를 통해 확립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아예 법인세법

에 위임의 근거를 두고,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그 해석기준을 입법화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무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었다는 이유로 내국법인 판단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국령 버진 아일

랜드(BVI) 등과 같은 유명한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해 놓고 설립지에는 인적․

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채, 국내에서 사업이 수행된 경우78), 둘째, 홍콩과 같은 곳

에서 설립되어 어느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둔 채, 우리나라 내에서 활

발한 사업수행을 한 경우이다.79) 전자의 경우는 위 법인의 국내 관련사항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고 내국법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후자의 경우는 홍콩

의 인적․물적 시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

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할 것이며 위의 법인의 관련사항들이 설립국

에 비해 국내에 상당정도로 우월하게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VI. 결    어 

현재 이 글에서 소개한 국내 하급심 법원의 사건들 이외에도 다른 사안들이 실

질적 관리장소가 쟁점이 되어 부과처분을 기다리고 있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이나 과세관청은 좋든 싫든 어느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올바른 판단을 

78)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6343판결의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글에

서 사안을 상세히 소개할 여유는 없으나, 동 판결에서는 BVI설립 법인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존재하여 당해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보았다.
79) 선박왕 형사사건, 매지링크 사건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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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합당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글은 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참고하여 법인세법상 동개념의 합당한 

판단기준을 모색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실질적 관리장소를 근거로 하여 내국법인

으로 인정되는 법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바 실질적 관리

장소 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투고일 2013. 8. 11    심사완료일 2013. 11. 12    게재확정일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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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ndard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to Qualify 

as a Domestic Corpor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 Reasonable Incorporation of the Standard of Commentary 

on Article 4 Paragraph 3 of OECD Model Tax Convention -

Lee, Chang*

80)

To qualify as a domestic corpor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one of the 

requisites is satisfying the standard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hereinafter 

the “Standard”) which is the notion adopted from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Such Standard has been introduced to deal with tax avoidance by corporations and 

the adoption thereof reflects such legislative intent. The Standard determines whether 

a corporation should be deemed a “domestic corporation” by collectively contemplating 

the factual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that whether such circumstances confirm 

that th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of material issues of the corporation are 

within the borders of Korea.” Such Standard is identical to that of OECD Model 

Tax Convention (hereinafter the “Convention”) which was introduced to resolve the 

issues arising out of dual residency of a corporation. Furthermore, the guidelines 

provided in the Commentary of the Convention (hereinafter the “Guidelines”) have 

been recently utilized in the lower courts of Korea in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 

is a domestic corpora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uggest that such Guidelines 

can be a useful and reliable source of reference to develop the specifics and details 

of the Standar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d, however, that the Guidelines were creat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the issues related to dual residency of corporations under the treaty and thus that 

there are some aspects incompatible to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 is a domestic 

corpor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us, in order to develop the appropriate 

* Attorney at Law, Lim, Chung and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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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crete Standard, it is necessary to selectively incorporate the Guidelines into 

the Standard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legislative intent and objective, and the 

function thereof.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the following may be suggested as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 satisfies the Standard and may be deemed as a 

domestic corporation: 

(1) Where the meetings of its board of directors or equivalent body are usually 

held; 

(2) Whe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other senior executives usually carry on 

their activities; 

(3) Where the senior day-to-day management of the person is carried on;

(4) Where its accounting records are kept; 

(5) Whether the corporation paid the corporation tax to the state where the 

corporation is founded or the main office is located; and

(6) Other reasons to suspect the tax avoidance.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factors, the following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1) The underlying notion of the Standar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s distinctive 

from that of the Convention that the Standard does not weigh the domestic 

factors against the international factors. 

(2) The risk of double taxation would not be necessarily considered because the 

Standard bears the broader meaning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an the Convention. 

(3) When a corporation is not subject to taxation in any other country and its 

clear intent of tax avoidance is provable, the Standard can be applied to such 

corporation without strict constraints as the burden of protecting taxpayer’s 

foreseeability would be lessened.

Keywords: domestic corporation, resident,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on Article 4,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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