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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 규정: 추가 가이드라인

CFC Rules: additional
guidelines P1
____________________

2021 년 12 월 28 일,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of Tax, “DGT”)은 재무부의
Controlled Foreign Companies(“CFC”) 규정1에 대한 시행규칙의 가이드라인으로
SE-552 를 발표하였습니다.
SE-55 는 다양한 예시와 함께 매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동 Tax
Flash 에서는 이러한 MoF 규정에 대한 국세청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몇
가지 주요한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CFC 손실에 대한 세무상 처리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국내 사업관련
매출에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CFC 손실과 관련하여 간주 배당을 과세하기 위해
산정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CFC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간 합산공제가 불가능하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의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습니다.
• CFC 손실은 동일한 국가 또는 관할구역 내 발생한 CFC 소득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관할구역 내 모든 CFC 의 합산된 세후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결손은 국내소득이나 다른 국가의 CFC 소득과 상계될 수 없습니다.

1

MoF Regulation No.107/PMK.03/2017 (PMK-107) dated and effective from 27 July 2017 as lastly amended by
MoF Regulation No.93/PMK.03/2019 (PMK-93) dated on 26 June 2019 and effective from Fiscal Year 2019. Please
refer to TaxFlash No.10/2017 and TaxFlash No.10/2019 for discussion on this PMK respectively.
2
DGT Circular Letter No.55/PJ/2021 (SE-55) dated on 28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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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법에 따른 배당면제 규정과 CFC 규정의 상호작용
옴니버스법에 따른 국외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으로 인해, CFC 규정은 다음의 경우
유효합니다.
• CFC 가 국내 납세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거나/않고;
• 국내 납세자는 옴니버스법에 따라 CFC 가 분배한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음.
SE-55 는 가이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차트를 제공합니다.
Yes

과세 면제

Yes

재투자

Yes

≥ 30%

No
No

세후 소득

분배

차이에 대해 과세됨

일반 규정 적용

No

CFC 규정 적용

투자신탁의 간주배당
PMK-93 은 투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은 소유권이 "pass-through"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신탁 또는 유사한 법인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권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SE-55 는 원칙적으로 간주 배당금을 인식하여 신고하고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청구하는 자를 신탁 설정자(settlors)로 봅니다. 다만,
신탁 설정자가 사망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투자신탁의 실질적인 수익자가
확인될 수 있으며 수익자가 해당 간주배당을 신고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CFC 규정에 적용되는 환율
SE-55 는 가이드라인과 예시를 제공하며 아래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간주배당액 및 지급배당액 환산은 BI 중간환율을 적용하거나 BI 중간환율이
없을 경우 국제시장에서 환율 Daily Spot Rate 을 적용합니다.

•

배당금액에 적용되는 환율은 간주배당의 인식시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사용되는 환율은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고시환율로
해당 외국세액 납부일 또는 납부가 확정되는 날 또는 원천징수 된 날의 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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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릅니다. 만약 국내 납세자가 미국달러로 장부기장 하는 경우, USD 이외의
통화로 된 모든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은 USD 환산 가액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실제 배당수령액 및 간주배당액의 상계에 대해서는 재무부 규정에 제공된
예시를 따릅니다. 배당금이 간주되어 분배되는 시점에는 환차손익 계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Annual Income Tax Return(AITR)의 간주배당, 배당지급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
SE-55 는 AITR 서식 1770 S, 1770 및 1771 에 간주배당, 배당지급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신고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Form 1770 S 에는 국외소득(Overseas Net Income)란에 간주배당 및 배당
지급액이 모두 신고됩니다.

•

Form 1770 및 1771 에는 간주배당이 인식되는 시점에 (+)조정으로 더해지고,
실제 지급 시점에 (-)조정으로 반대조정 됩니다. 지급된 배당은
해외사업소득(Overseas Commercial Net Income)란에 신고됩니다.

기타 간주배당, 배당지급액과 관련한 다양한 예시에 대해서는 SE-5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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