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사에 배당을 한 중국 회사는 본 판결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중국 자회사가 납부한 배당에 대해
본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1. 개요
중국 자회사의 한국 본사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알려 드립니다.
우선은 관리 담당자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간단하게만 설명 드립니다.
중국 자회사가 본사에 배당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한∙중 조세협정 제 2 의정서 제 5 조 제 1 항 후문에서 “배당/이자/사용료의 경우 중국에 납부된 세액을
10%로 간주한다”는 간주 규정이 있어 한국 모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때 5%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간주규정에 따라 10%가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4. 10. 15. (2014 두 38019)판결을 통해 10%가 적용됨을 인정하였는바 즉,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판결 내용 간단 요약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관련하여,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 과세

사례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 세액 면제(감면)

(중국의 경우)



한∙중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 5%

한∙중 조세협정 제 2 의정서 제 5 조 제 1 항 후문에서 “배당/이자/사용료의 경우
중국에 납부된 세액을 10%로 간주한다”고 규정 (간주 규정)
제 2 의정서 제 5 조 제 1 항 후문에서 제한세율과 관계없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납세자 주장

10% 간주되므로,


중국에서 제한세율 5%로 과세 당하는 경우

간주세율 10%와 차액인 5%의 세액은 한국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중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소득세는 제한세율인 5%가 적용되므로,
과세관청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에서 공제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률이 제한세율인 5% 세액보다 더 경감하는 규정

주장

을 두어야만,
그 차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임
1. 간주규정의 취지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중국 내의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되, 간주외국

행정법원/

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세액공제 대상 조세를 일률적으로 10%로 간주

고등법원/

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대법원
판결 요약

2.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5% 또는 10%의 제한세
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10%로 간주한다는 것임
따라서

간주세액

10%와

실제

납부세액

5%의

차액

5%의

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3. 무엇을 할 것인가?
혹시 최근 한국에 배당을 한 적이 있다면 본 내용을 한국의 세무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제 받지 못했던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보가 빠른 본사 세무 담당직원 분들은 상당수가 본
내용을 입수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이슈는 본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중국 현지 담당자가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이 있었음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한 이를 본사에 알려준다면 (아직 본
판결을 몰랐던 담당자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쉽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과세당국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딜로이트는
한국에도 우수한 세무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본사의 문의가 있으면 저에게 우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 위 내용은 기본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업무 담당자에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