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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관련된 납세의 의무 및 조세법률주의(제

59 조) 조항이 헌정사적으로 어떤 연원을 가지고 유래되었는지에 관하여 근대 조세

국가의 탄생 과정 속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조세는 고대국가에서는 시민의 기부

의 형태를 가졌고 봉건 국가에서는 봉건적 신분관계에서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로

서 수여하는 것이었다. 절대주의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진 국왕이 일방적으로 요구

하는 재화로 인식되었다가 근대 국가에서 비로소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면서 국민

의 동의에 의하여 납부하는 재화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

되는 금적전 부담’으로서 강제성과 무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근

대적 조세국가란 국민주권에 의한 권리에 상응하는 국민의 의무로서의 납세의 의

무가 존재함을 근거로 하여 그 과세에 관한 사항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로 

정해지며, 기본적 자유권 중 하나인 재산권 제한의 한계이자 근거로서 과세권이 존

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18 세기 말 프로이센에서는 자유권 사상의 전파로 궁핍한 

삶에 대한 불만은 혁명으로 번졌고 3월 혁명 이후 1848년과 1850년 헌법에서 조

세법률주의가 규정되면서 근대적 조세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다만 납세의 의무

의 규정이 없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 하에서 과세권을 군주의 고유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프로이센 헌법을 주로 계수한 메이지 헌법

에서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였지만 의회가 천황을 익찬하는 외견적 

입헌주의 상태에서는 진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실현될 수 없었다. 1946 년 일본

국 헌법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의회에 독점적인 입법권이 부여되면서 비로

소 근대적 의미의 조세법률주의가 확립되었다. 더불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부과

하는 ‘신고납세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세법률주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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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 세기 말 근대 사회로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갑오개혁으로 지세의 

금납화, 법에 의한 납세, 재정의 일원화 등을 실시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려고 하

였고 홍범 14 조에 이같은 개혁의 정신을 규정해 두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재무에 관한 실권을 장악하면서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조선에서는 납세자의 과

세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해방 후 헌법 초안이 참고한 메이지 헌법, 중국 헌법, 

임시정부 시절 헌법 문서에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조문이 등장하기 시작했

다. 주로 메이지 헌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두 조문은 제헌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되었고 편제의 개정을 거쳐 현행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현재 조세법률주의 조

문은 독일 바이마르 시대 이후 형식적 법치국가원리가 적용되면서 법치주의 원칙

이 표현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기본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응하

는 조문을 두지 않고 과세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법치국가원리에서 찾은 반면 우리

나라와 일본은 계속하여 그 조문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대표성을 갖추고 있어 국회는 대통령로부터의 방어수단으로서 과

세동의권을 행사할 필요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연혁상으로는 행정입법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특히 규율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입법자들의 공감이 있었을

지라도 현대 법치국가체제에서는 조세법률주의 조문의 존재에 대하여 재고할 여지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우리 헌법은 독일의 조세관을 수용하여 조세

와 예산을 별개로 보아 영구세주의를 취하고 예산비법률주의를 규정하였는데, 지출 

목적과 분리된 이러한 권력주의적 • 행정중심주의적 조세관은 국민주권주의의 원

칙과 멀어지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해지게 하였다. 따라서 예산을 법률로 규정

하는 것 또한 과세의 측면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조세법률주의, 조세국가, 과세승인권, 재정통제, 승낙과세원칙 

학  번: 2014-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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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우리 헌법상 제 59 조의 ‘조세법률주의’가 과연 당연히 존재하는 원리

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제 59 조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

다’라고 하여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주의를 채

택한 국가라면 조세제도를 비롯하여 국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하여야 할 

내용일 것임을 이미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조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1  

이처럼 조세법률주의가 법치주의원리와 중복되는 내용임에도 어떻게 우리 헌법

의 일부분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는 것은 오늘날 조세법률주의가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헌법사적으로 어떻게 우리 헌법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고찰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I. 연구의 구성 

 

제 2 장에서는 조세의 정의 및 구별 개념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조세국가의 

정의를 정리한 후 유럽에서의 조세국가의 형성과 조세법률주의의 발전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프로이센 1840/1850 년 헌법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조세법률주의가 

                                                
1 일본도 일본국 헌법 제 62 조 제 1 항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치주의와의 
관계에 대하여 마찬가지의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美濃部達吉, 『逐条憲法精
義』，有斐閣, 1927, 622 면; 片上孝洋, “租税法律主義の再考―「租税立法権制約の基本原理」
の提唱―”, 社学研論集 Vol. 16, 早稲田大学大学院社会科学研究科, 2010, 27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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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내용이 된 과정을 검토해볼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프로이센 헌법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대일본제국헌법(이하 메이지 

헌법)과 일본국 헌법에 나타난 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메이지 헌법 제정 

시기 전후에 나타난 조세제도의 변화와 메이지 헌법과 일본국 헌법의 비교를 통해 

조세의 기본 원칙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두 헌법의 근본 원리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면서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더 깊게 다룰 예정이다. 

제 4 장에서는 대한제국시기부터 제헌헌법이 제정되기까지 조세제도의 변화와 우

리 제헌헌법에 조세법률주의가 도입된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 상 조세법률주

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 조세법률주

의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며 결론을 내린다. 

 

III. 연구의 범위 

 

1. 연구의 시간적 · 공간적 범위 

 

조세법률주의는 13 세기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에서 과세에 일반평의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여 국왕의 과세권을 제한한 규정에서 그 원형을 찾아 볼 수 있

다. 동의 범위와 적용 대상이 차이가 있지만 헝가리(1222 년)와 신성로마제국(1231

년) 등 주변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와 유사한 헌장이 있었으며2 이러한 과세권 

제한 규정은 이후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 전해졌다. 우리나

라에는 독일과 일본을 거쳐 20 세기 들어와 우리 헌법의 내용이 된 것으로서 800

                                                
2 Ferdinand H. M. Grapperhaus, Taxes through the ages : a pictorial history,  IBFD, 2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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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의 긴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철학적으로는 홉스, 보댕, 로크 등의  

이론에서 재산권과 조세의 관계를 다루었고 특히 로크의 이론은 미국에서 ‘대표 없

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원칙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는 

등 근대 국가 형성 과정 속에서 조세법률주의가 그 모습을 갖춰나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3 이러한 역사적 · 사상적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 연구는 우리 헌

법상 조세법률주의의 형성 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그 존재의 필요성을 검토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 특히 일본 헌법에 상당한 영향을 준 프

로이센의 경우와 우리 헌법에 토대를 제공한 일본 헌법을 순차적으로 탐구해보고

자 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조문 

 

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 논의할 때 주로 언급되는 조문은 헌법 제 59 조 및 납세

의 의무를 규정한 제 38 조가 있는데 두 조문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자 주권자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의무는 

그 본질상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4  행위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3 더욱이 국민이 향유하는 자연권으로서의 재산권의 일부가 조세에 충당된다는 관점에 선
다면 17~18 세기 홉스 (Thomas Hobbes, 1588-1679), 로크 (John Locke, 1632-1704), 루소 
(Jean-Jacques Rousseau, 1712- 1778) 등의 자연권 사상에서 도출된 이론이 재산권과 조세와
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
다는 의견으로,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 281면. 
4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재산권의 침해인지, 제한인지, 아니면 재산권의 보호 영역의 밖에 
있는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산권과 관계된 표현은 삼가하였다. 
전통적으로 정당한 공익목적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조각시킨다고 주장하는 재정유보설
과 조세유보설(Finanz- und Steuervorbehalt)은 국가의 과세권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팁케(Tipke)는 원본에 대한 과세는 재산의 실체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세입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수, “국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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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법률로 이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59조는 제 38조 납세의 의무를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조문이므로 두 조문을 함께 살펴보아야 체계적인 검토가 가

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활동을 위한 재원의 부담을 국가의 구성원이 져

야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본질적인 부분이 크게 문제시 되

지 않았던 반면 조세법률주의 조문은 군주, 의회, 시민 간의 관계가 재편되고 국가

권력이 변화하는 근대 국가 형성 과정 속에서 지금과 유사한 형태를 갖춰나갔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주로 제 59 조 조세법률

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납세의 의무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함께 살펴 볼 

예정이다.  

 

IV.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나라에서 조세법률주의와 근대 입헌주의와의 관계를 헌정사적으로 다룬 연

구는 많지 않아서 부분적으로라도 논의가 겹치는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김웅희5는 국민을 과세권의 대상이 아닌 납세의무의 주체로 보는 시각에서 국가

의 과세권과 상충되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기본권이라는 가치가 승화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근대 조세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납세의무와 재산권 보장

을 서술하고 있다. 먼저 국가를 발생시킨 재정이 국가의 유지수단에서 다시 국가의 

목적활동을 위하여 형성, 확대되는 순환적인 국가인식론 속에서 조세국가를 정립하

고, 근대 입헌주의국가의 시민계급이 주권의식을 자각하면서 재정의 부담을 스스로 

                                                
권의 정당성 문제 — 조세헌법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제 30 집 제 3 호, 한
국공법학회, 122-123 면; 김성수,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162 면; 김영심, 박정우,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제 18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339면. 
5 김웅희, “조세국가의 형성과 규범적 의미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 17권 제 1호, 한국
헌법학회, 2011, 211-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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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능동적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어 ‘추상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에게 납세의무

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제에서 근대 조세국가에서는 ‘조세입법의 민주적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가 행사하는 과세권은 재산권 보장이라는 일정한 한계

를 넘지 않도록 해야하고 평등의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해

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현대 조세국가에서 조세는 재정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형성

적, 경제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

고 예외의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황영주6는 초기 근대국가의 발전과 자본주의 발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하여 근대 국가의 정치적 역할이 자본주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

는 근대 국가의 규칙적이고 직접적인 세원 확보와 사적 소유권의 인정 등이 자본

주의의 발전에 있어 근간으로 작동하는 순환적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유럽 국가들이 근대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전쟁, 신분 간 갈등 등 국내외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으며, 그 과정은 

군비 마련을 위한 예외적 조세제도에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조세제도로, 

즉 전쟁국가에서 행정국가로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차진아 7는 현대국가의 재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조세의 헌법적인 논의를 

위해 법치국가의 발전과 조세국가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근대적 지배

체제가 구축되어 국가재정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조세제도가 운

영됨에 따라 조세국가가 발전되었음을 밝히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되는 

한편 국가와 사회가 분리된 이원론에 기초한 시민적 법치국가 속에서 조세법률주

의가 작동하는 조세국가가 경제적 자유와 부담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

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조세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국가에서 사회정책 수

                                                
6 황영주, “초기 근대국가 형성에서 국가와 자본주의”,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 제 1 호(통권 
제 3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76-297면. 
7 차진아,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공법연구 제 33집 제 4호, 한국공법학회, 2005, 
307-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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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한 유도 기능까지 맡게 되었고 비조세적 공과금이 조세법률주의를 우회하

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등 조세국가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조세는 사회, 경

제적인 현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부과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황남석8은 영국에서 시작된 승낙과세원리가 독일과 일본에서 어떻게 등장하였는

지 그 역사적 계보를 검토해보고 조세법률주의라는 개념의 논의 가능성을 밝히려

고 하였다. 19세기 프로이센에서는 군국주의적 사고로 인해 승낙과세원리는 과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고 이를 일본의 메이지 헌법에서 계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다만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라는 하위 개념은 바이마르시대부

터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엄격한 해

석론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이론적 틀이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용된 것이 우

리 학설과 초기 헌법재판소 판례가 조세법률주의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게 

된 연유라고 추측하였다. 현재 독일기본법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응하는 조문이 없

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전히 그 조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법자의 관점에

서 판단하였을 때 법치주의와는 별도의 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였다. 또한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위헌으로 결정한 

결정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조세법률주의 개

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일본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적 의의나 근대 입헌주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다소 있었다.  

 야마시타 마나부(山下学)9는 조세법률주의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의의

를 다룬 연구에서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 정착된 조세법률주의가 실은 국민의 힘으

로 과세권자인 위정자의 힘을 쟁취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세법률주의의 

                                                
8 황남석,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계보”, 사법 제 38호, 사법발전재단, 2016, 123-168면. 
9 山下学,		“租税法律主義の歴史的意義と現代的意義”,	税法学 563, 日本税法学会, 2010, 
393-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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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내용적으로 변천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과세

권은 국회의 동의에 근거하여 발동되었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부과납

세제도’의 운영으로 국민들에게는 군주로부터의 착취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현

대사회에서는 조세법률주의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논자는 ‘공정 타당한 

회계 처리’를 추가하여 소득의 존부 판단에 도구로 쓰이는 회계에 규범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국민주권주

의적 조세관 내지 ‘자기 부과의 원리’가 헌법상 조세의 기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세제도’의 미정착으로 사실상 독점적, 국고주의적 조세관을 중심으로 운영

되어 온 점을 지적한다. 

카타카미 타카히로(片上孝洋) 10는 근대 입헌주의를 기반으로 조세이론을 재구성

하려고 하였다. 강제성과 무상성으로 조세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 의회에 신탁하여 이익을 향유한다는 이익설에 서서 조세와 재산권 및 생존권과

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국가의 독점적인 강제력으로부터 조세의 정당성이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후 로크의 사상에 대한 재고에 주안점을 두고 의회 민

주주의가 다수가 소수를 지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세법 또한 그러한 힘에 의

하여 제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로크의 이론을 자신의 논거로 하여 대립한 영

국 본국과 미국 식민지의 예를 들면서 통치의 목적이 인간의 재산(property)11 보전

                                                
10 片上孝洋,	 “近代立憲主義による租税理論の再考一国民から国家への贈り物一”,	 早稲田
大学審査学位論文（博士）,	早稲田大学大学院社会科学研究科, 2014, 3. 
11  저자가 참고하고 있는 카토 타카시(加藤 節)의 책에서는 로크가 말하는 소유의 대상이 
생명, 건강이나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인권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아 property를 ‘고
유권(固有権)’으로 번역하였는데 저자는 이를 참고하여 ‘고유권(property)’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헌에서 보통 property를 ‘재산’으로 번
역하는 예에 따라 property를 ‘재산’으로 수정하였다. 片上孝洋, 앞의 논문, 286면; ジョンㆍ

ロック	著,	加藤節	譯,	『(完譯)	統治二論』,	東京:岩波書店, 2010, 93-94면.; 존 로크 지
음, 강정인, 문지영 옮김,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까치, 1996,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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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만, ‘동의’를 요하는 국가 제도 등 인간이 고안한 제도가 기반한 이론의 취

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조세에 관한 헌법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역사적 관점

에서 메이지 헌법과 일본국 헌법을 비교하며 두 헌법 모두 ‘동의 없이 과세 없다’

의 원칙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새로운 재정권력기구로

서 그 과세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장이라는 한계 내에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근대국가에서의 재산권과 과세권의 관계와 자기 부과의 원

리에서 비롯된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가 우리나라에 수용된 역사적인 연혁, 

현대국가의 조세관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

적 조세국가의 성립 과정 속에서 제정된 헌법과 사회적 배경을 유기적으로 살펴보

면서 조세법률주의가 우리 헌법에 수용된 연혁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제２장 유럽에서의 근대적 조세국가의 형성과 발전 

 

I. 조세국가의 개관 

 

1. 조세의 정의 

 

‘조세는 우리가 문명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이다.’ 

 

  이것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세청 앞에 새겨져 있는 문구이다.12 

                                                
12  Gary Wolfram, “Taxpayers Rights and the Fiscal Constitution”, Donald P. Racketeer, 
Politics, Taxation, and the Rule of Law,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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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평화롭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러

한 축복을 얻는 일에는 비용이 들고 조세는 이를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라는 

점을 의미한다. 13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재정수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세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14  곧 역사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존속과 발전은 세금의 존속과 발전과 함께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조세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도 국가 공동체의 역할과 연관을 

지어야 한다. 

  조세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공통적으로 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되는 

금전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15 그러나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제 59 조)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을 법률로서 정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16 비추어 실정법에서 각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조세’라는 개

념이 가진 요소들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17 

 

                                                
13 Donald P. Racketeer, 앞의 책, 2002, 4면. 
14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가가 국방, 치안과 법치 그리고 공공재를 제공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입으로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장한 큰 정부로 바뀌면서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조세수입이 증대될 필요성이 생겨났다. 소병희, 『재정학』, 박영사, 2008, 
343면. 
15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1212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476면; 소
병희, 앞의 책, 2008, 343 면;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4, 333 면; 이태로, 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5, 4-5면;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4면; 정종섭, 『헌법학원
론』, 박영사, 2015, 705면;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1148면; 金子	宏,	『租稅法』,	
東京	:	弘文堂, 2011, 9면; 헌재 1991. 11. 25. 91헌가 6 결정. 
16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59조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과
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헌재 
1995.11.30. 91헌바 1등 결정. 
17 현대국가의 세금의 정의는 느슨하고 뚜렷하지 않아 정의를 내릴 실익이 없다는 견해로,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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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주체 

 

먼저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가 과세주체라는 것에는 이

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 과세권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뿐이다. 지방자치

가 자리잡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졌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도움만으로는 

그 재원을 모두 충당할 수 없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정부를 과세주체로 인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

는 독일기본법에 주정부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다.18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반국민’, ‘국민’ 또는 ‘사람들’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세

금이 국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담세력이 있는 주체라면 외국인이라 할지

라도 부과된다. 담세력(擔稅力, ability to pay)이란 세금을 낼 만한 능력을 의미하는

데, 이는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공평의 개념이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돈을 버는 만큼, 돈을 쓰는 만큼, 재산의 양 만큼’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19 이는 1776 년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조세의 제 1 원

칙에 있어 조세의 공평을 주장한 이후 20  조세 정의의 기본원칙인 응능과세원칙

(ability to pay principle)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명문화되었

                                                
18 독일 기본법의 제 10 장 재정에서는 연방과 주의 독립적인 예산운영과 조세의 수입의 귀
속주체를 연방과 주로 규정하고 있다. 
19  사람의 키나 몸무게처럼 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이창희, 앞의 책, 2015, 42면. 
20 허강무, “조세법에 있어서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관한 소고”, 헌법학연구 제 12권 제 1호, 
한국헌법학회, 2006, 242 면. 아담 스미스는 조세 일반에 관한 네 가지 원칙으로 1) 공평할 
것, 2) 확정적일 것, 3) 납부하기에 편리할 것, 4) 징수비가 적게 들 것을 제시하였다. 아담 
스미스 저, 김수행 역, 『국부론 (하)』, 비봉, 2007, 1017-10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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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평등한 과세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22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납세의무자에 담세력이라는 규범적 징표를 

포함시켜야 하고, ‘납세의무를 질 만한 사정이 있는 자’23 또는 ‘국민 기타 담세력이 

있는 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24 

 

(3) 과세 목적 

 

조세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의 조달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

대국가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재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조세를 소득의 재분배, 경

제정책 상 경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국가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조세가 신설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조세가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이지 조세의 본

질 상 달성해야 할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의 범주에 넣어야 하고, 따라서 조

세의 정의 상 목적에는 ‘국가재정의 조달’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의 조달’이라는 목적만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세 등 목적세와 같이 처음부터 

일정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경우도 있지만(정책적 조세), 이들 조세

도 능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의 성질을 잃은 것은 아니

                                                
21 1919 년 독일 바이마르 제국헌법 제 134 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공적 부담을 능력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하여 응능과세원칙을 명문화하였
다.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바이마르 헌법학이 본 정당과 단체』, 정우사, 2002, 377면; 
허강무, 앞의 논문, 2006, 242면. 
22 허강무, 앞의 논문, 2006, 242면. 
23 정종섭, 앞의 책, 2015, 1077면. 
24 몇몇 학자들은 이미 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임승순, 앞의 책, 2012, 4면), ‘납세의무를 질 만한 사정이 있는 자’(정종섭, 앞의 책, 
2015, 1077 면), ‘응능부담원칙을 실체적 내용으로 하는 법률에 기초하여’(北野弘久, 『現代稅
法講義(四訂版)), 青林書院, 2007, 5면; 임승순, 앞의 책, 2012, 4면에서 재인용) 등으로 담세
력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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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  

 

(4) 강제성 

 

조세가 수수료 기타 납부하는 금전급부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은 조세가 강

제성을 띤다는 점과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이다. 강제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의 납부 강제를 의미하는데 소득이나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납

세의무는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납세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부

과 · 징수 과정의 강제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강제성은 국가과세권의 정당성 근거

와 관련이 있다. 즉 국가는26 무엇을 근거로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은 납세

자 개인에 대한 개별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도 국가 서비스의 일반적

인 수익자에 해당하나 보상관계가 간접적인 관계에 머문다는 점에서 일반보상의 

원리가 적용될 뿐 개별보상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27  

 

(5) 금전급부 

 

조세는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28  ‘과징금’, ‘재산상의 부담’, 

‘일체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구분할 만한 실익

은 크지 않으나, 조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부담’ 또는 ‘금전급

                                                
25 임승순, 앞의 책, 2012, 5면. 
26  과세주체는 세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의상 ‘국가’로 통칭하기로 한다. 
27 임승순, 앞의 책, 2012, 4면. 
28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상속법 제 73조, 법인세법 제 65조, 지방세법 
제 117 조 등), 이 경우에도 납부되는 재산의 사용가치가 아닌 금전적 가치에 착안하는 것
이어서 그 성격을 대물변제로 본다. 임승순, 앞의 책, 2012, 5면; 이태로 · 한만수, 앞의 책, 
2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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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6) 정리 

 

정리하면, 조세의 개념을 이루는 요소들이 근대국가로 들어서면서 변화하였고 조

세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담세력

을 고려한 응능과세의 원칙을 포함한다면 근대 이전에 절대권력으로부터 마구잡이

로 징수당한 시대에서의 조세의 개념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담

세력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세의 변천 

 

납세, 즉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재화 등을 납부하는 행위는 ‘국

가’라는 공동체가 형성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지만, 국가 형태, 신분제, 산

업의 발전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과세주체, 과세 대상 등이 변천을 거

듭해왔다. 고대국가, 봉건주의국가, 절대주의국가, 근대국가의 과세를 유럽의 경우

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대국가의 조세 

 

고대국가인 그리스에서는 국가의 공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시민의 기부

와 증여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정교한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고

대 로마에서는 로마시민들의 토지와 자산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었다(tributum civium romanorum). 직접세, 간접세, 관세 등을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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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보편적 과세 관념이 일반적이었고,29 대부분의 세금은 군사비로 사용되었

다. BC 167 년 마케도니아 전쟁 이후 군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정복한 

지역으로부터 속주세(tributum), 인두세(tributum capitis) 등을 거두게 되었다. “지배

한다는 것은 곧 세금을 거둔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로마인들에게 세금 납부는 곧 

징수자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것이자, 로마제국 통치자에 대한 복종을 의미했던 것

이다.30  이후 정복한 지역의 세금으로 재정 충당이 가능해지면서 로마시민들은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고,31  로마는 주변부로부터 착취하는 “소비 도시”로서 

존재하게 되었다.32  

 

(2) 봉건주의 국가의 조세  

 

중세 봉건주의 국가는 모든 조직이 상호의무와 봉사관계에 바탕을 둔 신분제 질

서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소유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호의무에 기반한 

대가관계가 성립되었다. 즉 높은 지위의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위

임하는 봉건적 조직 형태를 띠고 있었다. 농민은 대부분 농노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영주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영주의 직영지에서 경작하고 수확물(또는 

현금)을 바칠 의무를 지고 있었고,33 영주는 그에 대한 대가로 전쟁시의 보호 등의 

                                                
29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현실문화, 2014, 75면. 
30  민준홍, “로마제국의 경제적 통치방식과 마가공동체의 정황”, 한국신약학회, 신약논단 
21(1), 2014, 63-64면. 
세금의 종류에 따라 인식이 다소 다르기도 했다. 인두세는 정복자에 대한 복종의 표시였던 
반면, 토지세는 로마인들에 의한 지방 영토에 대한 통제라는 실질적인 측면으로 이해되었
다. Walter Scheidel, Ian Morris, Richard Saller,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the Greco-Roma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630면. 
31 지역에서 소비되는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로마시민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Ferdinand H.M. Grapperhaus, Taxes through the Ages, A Pictorial History, IBFD, 2009, 21-
22면; 민준홍, 앞의 논문, 63면;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0), 18면. 
32 Walter Scheidel, Ian Morris, Richard Saller,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the Greco-Roma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면. 
33 농노는 토지와 분리되어 팔리거나 토지를 떠날 수 없었고, 오히려 법적으로는 보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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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를 해야 했다. 영주 또한 더 높은 영주의 차지인(借地人)으로서 과세권이 결합

된 토지를 ‘보유’할 뿐 ‘소유’하지 않았다. 한편 교회는 봉건 시대 최대의 지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면서,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득의 10%를 징수

했다. 이는 오늘날 어떤 세금보다도 훨씬 더 부담이 큰 토지세, 소득세, 사망세였

다.34 요컨대, 교회는 정신적 도움을, 귀족은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노동 계

급은 그 대가로 노동 및 재화를 제공한 것이다.35 

 

(3) 절대주의 국가의 조세 

 

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한 지대의 금납화 현상, 상업의 발달에서 비롯된 자본주의

의 발전, 농노제 폐지36와 이로 인한 자유노동과 임금계약의 일반화 등으로 기존의 

봉건세력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특히 농민들은 농노제가 해체되고 봉건 영주의 그

늘에서 벗어난 자신들을 보호해줄 보다 강한 권력을 찾게 되었고, 상인들은 무역에 

방해가 되는 지역적 규제 대신 포괄적인 규제를 선호하는 37  등 사회 각 계층에서 

강력한 중앙 정부의 형성을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열망에 힘입어 정치적, 사회적

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절대주의 국가들이 등장하였다.  

정복전쟁을 위한 군사비뿐 아니라 행정 관리 등을 위한 국가 단위의 지출이 늘

어나면서 전국 단위의 조세가 등장하였다.38  이전과 달리 과세권은 국왕에게 집중

되었고, 지방에 파견된 공무원이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또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경비 조달을 하게 되면서 조세는 임시적 수입에

                                                
농노를 보유한 것이지 농노가 보유지를 보유한 것이 아니었다. 리오 휴버먼 지음, 장상환 
옮김,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벌레, 2007, 21면. 
34 리오 휴버먼 지음, 장상환 옮김, 앞의 책, 29면. 
35 리오 휴버먼 지음, 장상환 옮김, 앞의 책, 30면. 
36 농노제가 폐지되었지만 봉건적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36면. 
37 리오 휴버먼 지음, 장상환 옮김, 앞의 책, 102면. 
38 페리 앤더슨 저, 김현일 역, 앞의 책,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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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경상적 수입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39  이와 더불어 세금이 국왕 

개인의 사치에도 쓰이게 되면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했고, 세금의 대가성이 사

라진 무불노동이 시작되었다.40 

한편 농노제가 폐지되었지만 봉건적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

에, 농민들은 영주가 왕에게 지불해야 하는 부조금까지 내야 했고, 이로 인해 왕에

게 내는 세금과 더불어 이중적인 과세부담을 져야했다.41 

 

(4) 근대국가의 조세 

 

근대국가의 조세는 자유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근대 헌법이 태동하던 시기와 관

련이 있고 그 특징은 18 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잘 발견된다. 당시 특권층인 성직자

와 귀족은 완전 면세 혜택을 누렸으나 비특권층인 제 3 신분은 국가에는 세금을 납

부하고, 성직자에 대한 십일조를, 귀족에게는 봉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했다.42 그 

중 약 25 만 명은 상층 중간 계급인 부르주아지로서 다른 평민들보다 훨씬 부유하

였고 우회적으로 직접세를 피할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 프랑스 정부는 무모하고 

부패한 소비로 돈을 낭비하면서 수입이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출

이 수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평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날로 더해갔다. 43  여기에 자연권 사상의 출현으로 과세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44  납세자인 인민 또는 그 대표자가 참여하는 의회와 국왕, 

                                                
39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0), 19면. 
40 페리 앤더슨 저, 김현일 역, 앞의 책, 36면. 
41 페리 앤더슨은 절대주의 국가 내의 봉건적인 모습을 두고 “봉건적 생산양식 자체를 구
성하는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 법적 강제의 직접적 통일이 근대적인 외관을 둘러쓰고 다
시 나타”났다고 보았다. 페리 앤더슨 저, 김현일 역, 앞의 책, 60면. 
42 리오 휴버먼 지음, 장상환 옮김, 앞의 책, 182-183면. 
43 리오 휴버먼 지음, 장상환 옮김, 앞의 책, 183면. 
44 18 세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자신들의 대표가 없는 의회에서 결정된 영국의 과세
는 있을 수 없다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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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의회와 식민지 간에 과세권을 둘러싸고 대립이 첨예해졌고, 45  토지를 갈망했

던 농민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에 맞는 정치 권력을 원했던 부르주아지와 손을 잡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다. 46  이후 근대적인 법전에는 재산에 관한 조항과 납세자

의 동의권에 관한 조항이 실렸고, 경제적으로는 봉건 부담금과 납부금이 폐지되고 

농노제가 해체되는 등 봉건적 폐습이 사라지는 등 자본주의 체제로 재편되었다. 47 

특히 과거에는 재정의 원천을 생산하는 계급은 배제한 채 통치자 또는 징수자의 

과세권 보유와 그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오고 갔다면, 이제는 생산 계급

인 납세자 또는 그 대표의 과세동의권으로 논의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조세국가의 정의 

 

(1) 정의 

 

조세국가(Steuerstaat)는 일반적으로 국가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원칙적으로 조세수

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전 국토가 ‘왕의 토지’로 간주

되어 국가 스스로 수입을 얻었던 ‘관유지경제체제’와 국가가 광산채굴권, 화폐주조

권 등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삼았던 ‘특권독점경제체제’와 비교

하였을 때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에서 차이가 있다.48 다시 말하면 국가 스스로 재

                                                
주장하였고, 이는 독립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0), 19
면. 
45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0), 19면. 
46  높은 빈부격차에 신음하던 평민층이 당시 재무총감이었던 자크 네케르(Jacques Necker, 
1732-1804)가 “국왕에게 드리는 보고서(Compte Rendu au Roi)’를 통해 당시 프랑스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국가가 막대한 적자로 파산 위기에 놓였음에도 루이 16 세가 
재정을 낭비한 내역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이 분노하여 프랑스 혁명의 불씨를 당
긴 것이었다.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0), 19면. 
47 리오 휴버먼 지음, 장상환 옮김, 앞의 책, 191면. 
48 정규백, “조세국가의 위기이론과 재정사회학에 관한 소고”, 조세연구 제 1호, 한국조세연
구포럼, 2001,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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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소유하여 영리활동을 하거나 준조세의 징수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

라,49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국가 구성원의 사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강제적

으로 징수함으로써 경비를 조달하는 국가가 조세국가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조세국가로의 발전 과정은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50 봉건적 지배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상비군, 관료제 등 근대적

인 지배체제가 구축되는 근대국가의 탄생과 맞물려 조세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

다. 이후 지배자의 비용 측면에서 구별이 모호했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

되면서 군주의 과세고권이 국가권력으로 편입되고, 특정신분의 이익을 옹호했던 신

분의회 대신 시민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과세동의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과세고권에

서 비롯된 납세의 의무가 점차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국가 활동의 영역이 확대되

고 상시적 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조세가 국가의 주요한 재정수

입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51 또한 조세를 통해 시민 스스로 국가 재정을 부담

한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 또는 국가와 경제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국가로부터 자유

로운 시장경제질서가 형성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52 

한편 조세국가의 형성 과정을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조세국

가에서는 국민주권국가의 자기지배의 주체인 국민이 정당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조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담함으로써 사회·문화·복지국가의 기반을 형성하여 

국민 스스로 국가의 존립을 책임지는 것이다.53    

 

                                                
49 정규백, 앞의 논문, 1147-1148면. 
50 황영주, 앞의 논문, 282면. 
51 차진아, 앞의 논문, 2005, 311-312면. 
52 차진아, 앞의 논문, 2005, 311-313면. 
53 김웅희, 앞의 논문,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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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및 구별개념 

 

조세국가(Steuerstaat)라는 용어는 1 차 세계대전 중에 루돌프 골드샤이드(Rudolf  

Goldscheid) 54가 처음 사용했는데 전쟁비용의 조달 문제를 둘러싸고 그와 논쟁을 

하던 요셉 슘페터(Joseph A. Schumpeter)의 저서 ‘조세국가의 위기(The Crisis of  the 

Tax State)’에서 골드샤이드의 국가자본주의(Staatskapitalismus)에 대항하여 조세국

가의 역사적 탄생 조건과 한계 등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조세국가(Steuerstaat)”라

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널리 주목 받게 되었고,55 20 세기 말 커스텐 크뤼거(Kersten 

Krüger)56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57 

국가의 재정수입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장원경제국가(Domain state)와 

조세국가(Tax state)로 나눌 수 있다. 장원경제국가는 1차적으로 군주의 재산으로부

터 재원을 얻고 전쟁 등 긴급 상황과 같이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귀

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 즉 스

스로 생산하는 국가(Der produczierende Staat)이다.58 그에 반하여 조세국가는 국가

가 상황의 구별이나 재정 지원에 대한 요청 없이 조세를 시민에게 직접적이고 정

기적으로 징수하는 국가이다.59 이러한 조세국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재정국가

(Fiscal state)”가 있다. 재정국가는 조세가 국가재정의 한 축을 이루고 조세제도를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조세국가와 유사성을 갖지만 발전된 재정제도를 갖추고 재정

                                                
54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행동주의자. 1917 년 그의 저서 “Staatssozialismus und 
Staatskapitalismus”에서 재정의 관점에서 국가를 분석하였다. Joseph Alois Schumpeter,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48면. 
55 김웅희, 앞의 논문, 214면. 
56 20세기 독일의 역사학자. 초기 근대국가의 소득과 지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57 차진아, 앞의 논문, 2005, 309 면; Hans-Peter Ullmann, “Public Finances and Taxation 
between Ancient Regime and Modern Germany”, Taxation, State, and Civil Society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Nomos, 2007, 15면. 
58 세법학자 Klaus Vogel은 스스로 생산하는 국가를 조세국가의 대립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고 한다. 차진아, 앞의 논문, 2005, 312면(각주 17). 
59 Hans-Peter Ullmann, 앞의 책, 20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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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특징을 갖는다.60  

 

II. 프로이센에서의 조세국가 형성 과정 

 

1. 배경 

 

프로이센은 가장 작고 후진적인 영방 중 하나에서 출발하여 유럽에서 가장 거대

한 산업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까지 복잡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성장하였다.61 17 세

기 중엽 호헨촐레른 가가 한 세기 반에 걸쳐 정복활동을 하면서 영방을 통일하고 

일대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북부 영방과 남부 영방 간에는 경제적, 언어적, 종교적 

차이가 컸다.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법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정치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군사력 강화, 행정관청의 재편성, 관료제의 실시 등 중

앙집권에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지역 간의 이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강대국

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62 바로 이러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책 덕분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권 사상이 확산되고,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나폴

레옹 전쟁, 경제적 문제, 사회적 갈등 등을 겪으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고, 군

주는 재정개혁, 농업개혁 등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였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면서 1848 년 혁명이 일어

나게 되었고, 이후 근대적인 헌법이 만들어졌다. 조세국가와 공공 재정은 바로 이

러한 위기의 시기에 출현하였다.63 국가 단위로 예산이 관리되고 세제가 개편된 것

을 토대로 국민주권사상에 기반하여 신민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가 성

립하였고 국민 대표의 동의에 기반한 과세동의권을 인정하는 헌법이 완성되면서 

                                                
60 Hans-Peter Ullmann, 앞의 책, 16면. 
61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359면. 
62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360면. 
63 Hans-Peter Ullmann, 앞의 책,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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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따라서 프로이센에서 조세국가가 형성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절대주의 시대의 앙시앙 레짐에서 근대입헌주의와 자본주의 시

대로 변화되는 18 세기부터 1850 년 프로이센 헌법 제정 전후 시기까지 사회적 그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절대주의 왕정의 변화 

 

프로이센은 18세기에 호헨촐레른 가가 광대한 영토를 획득하면서 절대주의 시대

를 맞았다. 30 년 전쟁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을 위해 상비군을 유지하려고 하자 귀

족들은 계속적인 조세에 부담을 느끼고 군주의 권력이 증대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

끼고 상비군을 반대하였다. 64  그러자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선제후(재위 1640-1688

년)는 귀족들이 부담하는 군사분담금(지조세, Kontribution)을 면제시키는 한편 그러

한 특권을 주는 대신 선제후의 주권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보증장

(Assekuration)을 승인하였다. 이로 인해 귀족들은 더 이상 선제후의 군사적 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신분제의회가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다.65 물론 여전히 

과세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이는 일종의 협상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양보

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동 프로이센에 물품세의 납세를 

강요하면서 매 3년마다 신분제의회를 소집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는 과세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으나 이 같은 양보는 대개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66  이렇게 의

회의 과세 동의가 구속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의회는 과세 동의의 주체이기는 했지

만 입법권은 군주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과세동의권과 입법권이 서로 분리

된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절대군주인 국왕은 국가의 기관이자 전

                                                
64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근대 독일헌법사』, 교육과학사, 
1992, 135면. 
65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136-137면. 
66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366-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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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신민의 통일적인 ‘대표자’로서 국민의 복지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67 신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상황의 해결 등 전체 이익을 위해서

는 귀족들의 특권을 무시해도 좋다고 간주하였다.68 

신분의회의 구성원인 귀족, 성직자, 도시 중 귀족과 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분리

과세 정책으로 이해관계가 달랐다. 귀족은 전통적으로 농촌을 기반으로 농노의 노

동력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였지만, 도시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신흥 부유

계층인 부르주아지가 성장하는 곳이었다. 왕과 귀족은 조세를 둘러싸고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르주아지의 성장이 그들 모두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왕은 귀족을 견제하면서도 여러 혜택을 주기도 하였다. 왕은 귀족

의 전통적인 특권뿐만 아니라 영주재판권과 면세권을 새롭게 부여하였고,69 프리드

리히 2 세는 귀족들에게 토지세를 부과하면서도 그들을 유능한 군 장교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지위를 계속 보장하고자 부르주아지의 귀족 토지 

구입을 금지시켰다. 70  반면 도시에만 물품세를 징수하였는데 이는 도시에 큰 조세

부담을 안겼고, 물품세가 상설적 소비세가 되어 의회는 더 이상 도시의 이익을 대

변할 수 없게 되었다.71 

프로이센은 행정을 재편성하고 관료제를 채택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

했다. 1723 년에 재정총독부(Generalfinanzdirektorium)와 병참총국(Generalkriegs-

kommissariat)를 통합하여 총독부(Generaldirektorium)로 개편하면서 전체 사무를 

합의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72 직무별로 전문부국제를 두어 두 명 내지 세 명

의 대신이 부국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추밀원 국무회의(der Geheime Staatsrat)에서 

                                                
67  오향미, “정치적 ‘대표 representation’ 개념과 대의제: 독일 입헌군주정의 ‘대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3집 제 1호, 한국정치학회, 2009, 111-112면. 
68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136-137면. 
69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367-368면. 
70 마틴 키친 지음, 유정희 옮김, 『케임브리지 독일사』, 시공사, 2002, 150-151면. 
71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367-368면. 
72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138-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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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종무, 사법 등을 합의하였으며, 직할지국(Amtskammer)은 추밀 황실 재산 관

리국청과 재무총독부 산하에서 황실 재산 관리국, 영주유보권, 조세 관리권을 가지

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국왕을 모든 합의제 관청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성을 유지

하였다는 점이다. 73  또한 도시행정은 지방의 독자 행정으로 중앙행정과는 별개로 

운영되었는데, 프리드리히 빌헬름 1 세는 이를 시민대표의 관여 없이 국왕의 관리

로 운영되는 국가행정으로 바꾸어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갖추려고 하였다.74 

 

(2) 자유권 사상의 전파 

 

1789 년의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전역에 인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한

편 중앙집권적 통치가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프로이센도 예외는 아니었

다. 물론 중세 시기에도 쿠자누스 등에 의해 군주 통치의 사회적 정당성을 민중에

서 찾으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개혁의 토대가 되지는 못했다.75 그

러나 프랑스 혁명은 로크의 인권개념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여 민중이 스스로 권리

를 규정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등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로 승격할 수 있

                                                
73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141면. 
74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142면. 
75 13~14 세기의 중세 시기부터 군주에 의한 통치의 사회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
다. 통치권의 양도인지, 통치권 행사의 위임인지에 따라 전부양도론과 일부양도론으로 견
해가 갈렸지만, 통치권이 애초에 민중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했다. 마르실
리우스는 민중이 지배자를 선출하고 폐위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제로서의 군주제를 주장
하기도 했다. 이는 통치자의 정당성을 민중으로부터의 위임에서 찾은 로마법의 영향이기도 
했고, 교황이 신의 재가를 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속군주는 단순히 선출되는 존재, 
민중에게 종속된 존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법학제요 제
1권 제 2장 6조의 해석에 관한 문제에서 나타났다. 
<Sed et quod principi placuit, legis habet vigorem, cum lege regia, quae de imperio eius lata 
est, populous ei et in eum omne suum imperium et potestatem concessit(Inst. I, 2 (6)>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법률에 의해 민중은 황제에게 통치의 모든 것을 위임하였기 때
문에 황제의 명령은 법률로써의 효력을 가진다(법학제요 제 1권 제 2장 6조).>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18 면. 라틴어원문은 성중
모,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初譯,“ 법사학연구 제 44호, 한국법사학회, 2011, 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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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프로이센은 새로운 국가 통일을 염원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에 휘말렸던 신성로마제국의 300 개 이상의 영방들이 서로 합

병하였고, 나폴레옹의 압력으로 신성로마제국이 해체되었다. 이후 프랑스가 프로이

센을 비롯한 독일 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자 독일의 국민들은 제국의 

부흥을 갈망하게 되었다. 둘째, 프로이센에서도 국민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

의 주체로서 등장하였고 이는 입헌주의운동(Konstitutionelle Bewegung)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76  

 

(3) 자유시장경제의 발전 

 

프로이센의 중상주의는 소위 ‘봉건적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무역보다 국내

의 농업과 산업에 그 중점을 두고 있었다. 중상주의의 목표는 국가가 농업과 산업

을 ‘보호육성’하여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높이고 세액을 높여서 군비를 충당하기 위

한 국가 세입의 확대에 있었다. 특히 프리드리히 대왕 재위 당시 중상주의 경제정

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인구가 2 배로 증가함에 따라 식량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개간, 관개사업 등이 이루어져 농업 생산력을 높였고, 매뉴팩처77를 담당하는 

감독기관을 설치하여 공업, 특히 섬유공업을 육성하였다. 농업과 산업의 특성상 무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 예측성이 높아 규제와 관리가 쉬웠다는 점 역시 프리

드리히 대왕이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도 존재하였다. 수공업자들은 국영사업이나 소수의 

                                                
76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220-221면. 
77 봉건제도가 해체되면서 자유를 얻은 농민들이 장인, 상인, 독립자영농 등으로 분화되어 
농촌 내 공업지대가 발생하고 조직화된 분업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형태를 ‘본래적 
자본주의적 매뉴팩처’, 도시에서 나타난 형태를 ‘특권 매뉴팩처’라 한다. 조만제, 『독일 근
대형성사 연구 프로이센의 발흥·소멸·잔영』,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2, 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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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인들이 국가의 보호 아래 경쟁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불평하

였고, 일반 대중들은 국가가 생필품(설탕, 커피, 소금 등)을 고가에 독점 판매를 하

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또한 농촌에 부과하는 지조세

에 대하여 귀족은 면제됨으로써 그 부담을 전부 농민이 지게 되었고, 도시에 부과

하는 소비세 또한 조세징수청부제도의 도입으로 청부인의 사익이 포함되면서 세액

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 즉 일반 국민들이 공익을 우선한 국가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의 실질적 목표가 국민의 부의 증진이 아닌 세수 확보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계점이 드러났던 것으로 보인다.78 

1786 년 프리드리히 대선제후가 서거한 이후 중상주의 정책도 위기를 맞았다. 현

실적으로는 이미 불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정은 국민의 경제상태를 고려해야한

다는 입장이 대두하였다. 즉 진정한 국민의 이익은 영방의 번영과 일치함을 의미하

므로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을 희생시켜서 국가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는 무의

미하다는 것이다.79 또한 국가의 후견으로 보호받던 산업, 특히 사치품공업은 급격

한 수요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이 부족했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산과

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중상주의 정책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났다. 경제이론에 있

어서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확산되면서 변화를 향한 시대적 요구에 부

응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이론으로 성장하였고, 이를 연구한 젊은 세대들이 

프로이센의 관료가 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을 정책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

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시민계급이 성장했던 것과는 달리 프로이

센의 경우에는 18 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시민계급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

에 이러한 관료들이 새로운 이상의 전달자 역할을 맡았고, 19 세기 초반 개혁을 주

도했던 슈타인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78 오인석, “19세기초 프로이센의 재정개혁”, 역사교육 제 19호, 역사교육연구회, 1976, 187-
191면. 
79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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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분제 변화 

 

절대주의 시대의 신분제는 여전히 봉건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역에 따

라 거주하는 신분들에 차이가 있었는데, 농촌에는 귀족 영주와 농민이, 도시에는 

상공업자 등의 평민이 살고 있었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특권 계층으로서 모두 귀족

이거나 기사들이었고, 개신교 성직자들은 부르주아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귀족 영주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지만 의회 출석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

으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80  농촌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지배했다. 그들은 영토 내 농민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고 생각에 기반하여 영주의 통치를 신에게서 위임된 직무로 이해하였다.81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농민은 영주에게 예속되어 현물 납부와 부역 의무를 이행하

는 쌍무적 계약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 봉건관계는 전쟁과 기근 등으로 농민 

인구가 감소하여 그에 따라 영주의 이익까지 감소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러

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동 엘베(Elbe) 지방에서는 융커 귀족이 대규모 농장을 소

유하는 영주대농경영제(Gutsherrschaft)의 형태가 나타났다.  

영주대농경영제 하에서 농민들은 사회적 강제에 의해 영주에게 예속되었다. 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인신예속농노제(Leibeigenschaft)는 시민적 권리 또는 

재산권을 가질 수 없는 세습적 농노제로서, 이러한 농노는 토지와 분리되어 팔릴 

수 있었다. 반면 영지예속농노제(Erbuntertänigkeit)에서 농민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영지에 예속되어 있었고 영주에게 부역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 둘 다 

예속되어 있고 부역 및 공납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구분이 없

                                                
80 마틴 키친 지음, 유정희 옮김, 앞의 책, 154면. 
81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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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82 이와 달리 소수의 자유농인 ‘쾰머(Köllmer)’는 영주대농경영제 밖에서 직접 

토지를 소유하고 자경하였다. 그 밖에 토지 처분의 자유도에 따라 여러 범주의 자

유농이 있었지만 이들도 역시 영주에 대한 부역 및 공납 의무가 있었다. 이뿐만 아

니라 모든 농민들은 군주(Landesherr)에 대해서도 지대 납입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다.83 

부국강병을 위한 군사적, 경제적 주요 자원이 농민임을 파악한 절대군주들은 농

민보호정책을 실시했다. 프레드리히 빌헬름 1 세와 프리드리히 대선제후는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고 봉건적인 부담을 덜어주었고, 왕영지 농민에 대해서는 노예

제가 폐지하였다. 이 같은 정책은 실제로 부역농민 비율이 88%에서 53%로 감소

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왕영지의 농민들은 1804 년 칙령으로 정식으로 자유민

이 되었지만, 사영지 농민들은 1807년 개혁기에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84 

도시에는 상공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신흥 계급 부르주아지들이 있었다. 이들은 

군복무를 면제받고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거나 관리로 등용될 기회를 얻는 대신 

물품세 등의 소비세를 납부해야 했다. 상업의 발달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귀족 

작위의 매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여지가 없었다. 귀족들이 군대와 행

정부를 독점하고 있던 상황은 부르주아지들이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에서 

한계를 느끼게 하였다.85 

 

2. 전개 과정 

 

(1) 프로이센 개혁 

 

                                                
82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394-395면. 
83 조만제, 앞의 책, 205-206면. 
84 조만제, 앞의 책, 212면. 
85 마틴 키친 지음, 유정희 옮김, 앞의 책,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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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806 년 나폴레옹의 공격으로 프로이센의 군대가 예나에서 격파된 후 프로이센

은 틸지트 화약에 의해 위성국의 지위로 전락하게 되었다. 엘베 강 이서의 영토를 

몰수당하고 거액의 배상금이 부과되는 등 전체적 위기상황으로 나라는 황폐해져갔

다. 개혁은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탄생하였다. 19세기 초 ‘국가와 사회가 이원적

으로 대립’한다는 사고에 기반하여 프로이센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즉 이

전에는 국가는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시민은 정책 객체로 간주되었지만 ‘대립’이라

는 관념 덕분에 시민이 국가계획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고, 국가 재건의 

노력은 곧 국민에 기반을 둔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이 된 것이다.86  그러나 개혁가 

슈타인과 하르덴베르크는 이원적 대립에 대한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두 개혁가 모두 자유주의를 토대로 삼아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개혁의 모습은 

서로 달랐다. 여기서는 그들이 추진했던 여러 방면의 개혁 중에서 재정개혁을 중심

으로 그들의 제헌 계획을 살펴본다. 

 

2) 슈타인의 재정개혁 

 

 

슈타인(Reichsfreiherr vom Stein, 1757-1831년)은 이러한 구상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1807 년 프로이센의 수상으로 임명된 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서 신분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

다는 입장에 있었지만 농노제 해방, 귀족 토지의 자유로운 매매, 직업 선택 시 신

분 제한의 제거 등 그의 정책들은 급진성을 띠었다. 행정의 측면에서는 중앙집권과 

행정의 지방분권화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였다. 내각 개혁도 단행하여 다섯 개의 주

                                                
86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261-270 면; 페리 앤더
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401-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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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부서를 신설하였고, 각 부서의 대신들이 왕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

관리를 지방에 파견해 지방행정을 감독하게 하는 한편, 시민의 자치행정을 확립하

고 민주적 선거에 의해 시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입법을 하였다. 군과 촌 단위에서

도 명망가들이 모여 법률을 심의하는 지방신분제의회(Provinzialstände)를 설치하였

다.87 

슈타인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을 깊이 연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자유주의적 재정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가 추진한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소금전매제도 도입: 생활필수품인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면서 

국가는 상당한 수입을 올렸지만 국민들은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슈타인은 1805년 소금전매제도를 도입하여 소금 가격을 균일화하고 배급제도를 개

선하였다. 

ii) 내국관세 철폐: 19세기 초 프로이센은 영주의 관할지역이 곧 국경을 이루었고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내국관세를 

철폐하여 경제적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일적 시장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iii) 통화개혁: 프리드리히 체제 하에서 군비를 비축하기 위해 다량의 화폐가 유

통되지 않자 유통질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금속화폐보

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폐를 제안한 것은 통화조절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다.88 

iv) 세제개혁: 가장 중점적인 세제 개혁은 바로 세 가지였다. 첫째, 귀족 등 특정 

계급이 누렸던 면세 혜택을 폐지하였고, 둘째, 도시에는 소비세를, 농촌에는 직접

세인 지조세를 부과하였던 이원적 체계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세제의 고정화 정책

은 농촌에 있어서 공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고, 프로이센 전체적으로는 

                                                
87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402 면;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
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264-265면. 
88 오인석, 앞의 논문, 201면. 



 30 

자본주의적 발전을 제약하는 요건이었기 때문이다.89  마지막으로, 소득세의 도입은 

세제개혁의 핵심이었다. 영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근대세제의 형태로 그 영향을 받

아 실시되었다. 특히 프로이센의 경우 간접세인 소비세가 생필품에 부과됨으로써 

서민층 소비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된 반면, 지주계층은 면세혜택을 누리는 기형적

인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이원적 체계의 제거와 더불어 농촌의 지주계층에게 소득

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면서 공평과세에 가까워진 것에 소득세 도입에 의미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소득원천을 토지, 자본, 노동에 두고 토지와 가옥의 소유권, 자본 

수입, 기업 수입 등에 과세하였고90,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귀

족들의 반발로 실시되지 못했다. 또한 소득원천의 구별이 분명치 않아서 분리과세

가 아닌 가구별 종합과세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재정 개혁의 내용은 1810 년 10 월 27 일 칙령에 규정하였고, 동 칙령에 

‘모든 세금은 전 왕국에 동일한 규칙에 따라 모두에게 부담된다.’고 하여 납세의 

의무를 칙령에 규정해두었다. 91  이는 국민주권원리에 따른 근대적 의미의 납세의 

의무라기보다는 귀족도 예외 없이 ‘전 국민’에게 ‘통일적인 규칙’을 적용함을 나타

내는 조항, 즉 공평과세의 원칙과 중앙집권적 징세를 표현한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89 오인석, 앞의 논문, 197면. 
90 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와 가옥의 소유권(이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은 공제함) 
2. 왕령지와 사적 소작토지에서의 수입 
3. 제자본에서의 수입 
4. 관리(官吏)로서의 수입 
5. 기업 수입 
6. 상업 이윤 
오인석, 앞의 논문, 206면. 
91 1. Alle Abgaben sollen nach gleichen Grundsätzen für die ganze Monarchie von jedermann 
getragen werden. 
Wolfgang Leesch, Geschichte der Steuerverfassung und –verwaltung in Westfalen seit 1815, Paderborn: 
Bonifatius-Druckerei, 1985, 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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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르덴베르크의 재정개혁 

 

슈타인의 후계자 하르덴베르크(Fürst von Hardenberg, 1750-1822년)는 국가와 사

회의 관계에 대해서 슈타인과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슈타인이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단체법에 종속시키면서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극복하

려고 했던 반면, 하르덴베르크는 개인의 자유는 무제약적이라고 생각하여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다시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종래의 합의제 대신 단독제 원리에 근

거하여 행정 개혁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합의제 관청을 폐지하고 ‘전문성(專門省)’92

을 설치하여 관방고문관(Kabinettrat)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군주에게 직접 조언하려고 하였다. 또한 지방행정관(Landrat)은 동

시에 소속 지방 귀족의 대표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봉건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

해 각 지방 관청을 폐지하고 내각에 종속된 ‘지방감독관(Staatsbeamter)’로 대체하

여 각 지방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매우 중앙집권적인 행정조직으

로 개편하였다.93 

재정면에 있어서도 공평과세와 국고의 증대를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고 국가행정

의 집중을 통해서 개혁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주의를 타파하고 통일적인 국가행정 

하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국민대표체(Nationalrepäsentation)를 창설하여 세제의 도입이나 증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94  

이러한 구상은 1810 년 조세에 관한 세 개의 칙령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되었

다.95 소비세를 간소화하는 한편 세액을 인상하였고, 귀족에게도 토지세를 부과하였

                                                
92 후에 ‘기본성’으로 불리게 된다.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논문, 266면. 
93 E.R.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Bd I., 2. Aufl., Stuttgart, 1960, 180면;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265-268면. 
94 오인석, 앞의 논문, 209면. 
95 그 세 개의 칙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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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세(Gewerbesteuer)라는 직접세를 신설하여 길드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영업

을 하는 자가 영업세를 내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봉건적 색채

가 남아있는 소비세를 폐지하고, 도축세와 곡분세 등 몇 가지 주요 물품에 소비세

를 집중시켰으며, 이를 농촌과 도시 모두에 부과하였다.96 

이러한 개혁은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의 반발을 가져왔고, 칙령의 문구에서 전국

적인 대의기관을 창설하려는 의도가 발견되자 정치적인 동기가 숨어있다고 비판하

였다. 세의 부과는 먼저 신분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면세 혜택 또한 군주와 귀

족들 간의 오래된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개

혁하려는 측은 한발 물러서서 1811년 9월 7일 ‘국가재정과 과세제도에 관한 칙령

(Das fernerweite Edikt über die Finanzen des Staats und des Abgabesystem)’97을 통해 

지세 개정을 연기하고 소비세의 농촌 확대 방침을 철회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계급세(Klassensteuer)를 도입하였으나 1812 년 프랑스

에 대한 재정적 원조가 불가피해지자 세액이 더 높은 재산세 및 소득세로 변경하

였다. 그러나 이 또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커지자 곧 폐지되고 말았다.98 

 

4) 소결 

 

                                                
1810 년 10 월 27 일 ‘국가재정과 조세의 신편성에 관한 칙령(Edick über die Finanzen des 
Staats und die neuen Einrichtungen wegen der Abgaben)’ 
1810년 12월 2일 발포된 ‘일반영업세에 관한 칙령(Gewerbesteueredikt)’ 
1810 년 10 월 28 일에 공포된 ‘신소비세와 사치세에 관한 칙령(Edikt über die neuen 
Konsumtions- und Luxussteuern)’ 
오인석, 앞의 논문, 209-210면. 
96 오인석, 앞의 논문, 209-211면. 
97 하르덴베르크는 이 칙령에서 군주(프레드리히 빌헬름 3세)가 “각 지방과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체를 조직(…der Nation eine zweckmäßig eingerichtete Repäsentation sowohl 
in den Provinzen als für das Ganze zu geben)” 한다는 문구를 넣어 입헌국가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E.R. Huber, Dokument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Bd. 1, 3. Aufl., Stuttgart, 
1978, 44면. 
98 오인석, 앞의 논문, 209-211면. 



 33 

요컨대, 프로이센 개혁은 당시 직면한 사회적 ·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에서 시작된 방책이었으나 그러한 목적 자체로 인해 생기는 한계가 

존재했다. 즉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난이 해결되면 개혁을 향한 의지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

는 사회적으로 구질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기존의 특권계급이 권력을 붙잡고 있

었던 것에 기인하였다. 99  또한 자유주의라는 기치 아래 개혁이 실시되었지만 정치

적인 면에서는 개혁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근

대적 의회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헌제라는 정치상

의 자유는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므로 행정적 · 경제적인 면에서라도 자유주의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점에서 개혁이 가지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100 

 

(2) 헌법 제정의 배경 

 

1) 헌법 운동의 시작 

 

1830 년대부터 1840 년대는 자유주의 운동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프로

이센이 평화 조약을 통해 라인-베스트팔렌 지방을 획득하면서 절대주의 역사에 변

환점을 맞게 되었다. 새로운 영토의 인구는 프로이센의 기존 인구보다 많았으며 서

부 독일에서 가장 발전한 지방으로 여전히 봉건적 관습이 남아있었으나 완화된 사

회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동부 지역 역시 농지개혁으로 토지의 매매가 자유로워

지면서 부르주아들은 대농으로 변모하였고, 융커(Junker) 귀족 또한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주의적 농업 경영으로써 특권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안착할 수 있었다. 부르주아들은 이러한 산업 성장기에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정치

                                                
99 마틴 키친 지음, 유정희 옮김, 앞의 책, 183-184면. 
100 오인석, 앞의 논문, 215-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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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열망을 실현하고자 했고 자유주의 운동을 이끄는 주체가 되었다. 이 시기에 평

화 유지와 개별국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의 군소국들이 모여 독일

연합(Deutscher Bund)을 창설하였는데, 독일연합의정서 제 13 조101는 자유주의세력

의 자유주의적 입헌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다. 102  이 조문의 문언은 다소 모

호하여 구체적인 의미는 해석에 맡겨져 있었지만 여론에서는 제 13 조를 입법권 및 

재정권한을 가진 대표체를 창설하도록 한 것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수상 메테르니히를 필두로 한 보수주의세력은 대표제헌법의 도입을 경

계한 결과 독일연합의정서를 구체화한 비인 최종의정서(Wiener Schlußakte)에서 구

성국가의 입헌주의화의 정도를 독일연합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 57 조103가 규

정됨으로써 자유주의적 입헌 운동이 약화되었고 프로이센 정부는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2) 3월 혁명 

 

                                                
101 제 13조 연합에 속한 모든 국가들에서는 란트신분제헌법이 시행될 것이다 
Art. 13 In allen Bundesstaaten wird eine landständische Verfassung staatfinden 
조문에서 ‘란트신분’이 근대적 대표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이 분분하였다. 송석윤, “독
일초기 입헌주의와 독일연합의정서 제 13 조”, 헌법학연구 제 9 권 제 1 호, 한국헌법학회, 
2003, 225면; E.R. Huber, Dokument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Bd. 1, 3. Aufl., Stuttgart, 
1978, 88면. 
102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405-409 면; 마틴 키친 지음, 유정희 옮김, 앞
의 책, 186면. 
103 Art. 57  Da der deutsche Bund, mit Ausnahme der freien Städte, aus souverainen Fürsten 
besteht, so muß dem hierdurch gegebenen Grundbegriffe zufolge die gesammte Staats-Gewalt 
in dem Oberhaupte des Staats vereinigt bleiben, und der Souverain kann durch eine 
landständische Verfassung nur in der Ausübung bestimmter Rechte an die Mitwirkung der 
Ständer gebunden werden. 
제57조 독일연합은 자유도시를 제외하고 주권을 가진 영방으로 구성되므로 이로부터 주어
진 기본 개념에 따라 전체국가 권력은 국가의 지배자에게 통일적으로 남는다. 그리고 주권
은 특정한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만 신분의회의 협력을 얻도록 란트신분제 헌법을 통해 제
한될 수 있다.  
독일어 원문은 E.R. Huber, 앞의 책, 197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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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2월혁명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로이센에

서도 혁명에 대한 불씨가 솟아올랐다. 그 해 농촌에서는 흉작으로 인해 식량이 부

족해졌고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수공업과 상업을 타격을 맞았으며 물가가 폭등하

는 등 국민들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다. 이에 만하임, 마인츠, 헤센-다름슈

타트 등의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민중 봉기가 발생하였고 출판과 언론의 자

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독립적인 사법권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4 세(1795 년~1861 년)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군대의 

등장으로 시위 군중들 사이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검

열 폐지, 국회 소집, 헌법 제정, 독일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의 요구를 수렴하였다.104  

그 결과 군대는 철수하고 국왕은 권위를 잃게 되는 등 보수주의적 색채를 띤 정

부는 그 힘이 위축되었고, 국민들은 자신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서 헌법 제정에 대한 결정은 국민이 맡게 되었다. 이 시기에 서부 부르주아의 대변

인이었던 온건 자유주의자 루돌프 캄파우젠(Ludolf  Camphausen)과 다비드 하우제

만(David Hausemann)은 근대적 헌법을 도입하기 위한 내각을 구성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곧 절대주의 시대에 특권을 누린 동부 융커 귀족의 반발을 샀지만 농민들

과 민주주의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고 독일 국민회의에 대한 요구가 각지에

서 일어났다. 1848년 3월 5일 서부와 남서부 독일의 정치가들이 소집한 제헌준비

회의(Vorparlament)에서 새로운 헌법제정에 대한 결정권을 국민의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각 영방들이 이를 승인하고 국민의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

함으로써 같은 해 5 월 18 일 ‘독일헌법제정국민의회(Deutsche verfassunggebende 

Nationalversammlung)’(이하 제헌국민의회)가 열리게 되었다.105 

 

                                                
104 김장수, 『비스마르크 독일제국을 탄생시킨 현실정치가』, 살림, 2009, 16면. 
105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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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 초안의 작성 

 

정부와 자유주의세력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헌법 문서를 발표

하는 등 의견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헌법 초안이 만들어졌다. 초안 및 

의견서 등을 포함한 헌법 문서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정부 초안(1848.5.20.), 발덱 

헌장(Die Charte Waldeck, 1848.7.26.), 제헌국민의회 위원회 초안(1848.10.20.)은 군

주와 의회 간의 권력 균형 및 분립에 대한 의견차가 나타나있다. 그러나 재정 영역

에서 조세와 예산에 관한 규정은 모두 일치하는 의견을 보여주고 이는 1848 년 헌

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관련 장의 표제가 ‘재무행정(Von der Finanz-

Verwaltung)’인 것으로 보아 재정을 권력 분립과 무관한 행정기술적인 영역으로 간

주하여 별 다른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입

법권 및 과세권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초안을 살펴본다. 

 

1) 프로이센 헌법의 기초 사항에 관한 규정 

 

1848년 4월 6일 캄파우젠 내각 하에서 프레드리히 빌헬름 4세는 ‘프로이센 헌

법의 기초 사항에 관한 규정(Verordnung [Sr. Majestät des Königs von Preußen 

Friedrich Wilhelm IV.] über einige Grundlagen der künftigen Preußischen Verfassung)

에서 헌법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원칙을 6 개 조에 제시하면서 마지막인 제 6 조

106에서 국민대표가 예산결정, 과세동의권, 법률동의권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선언

하였다.107 

                                                
106 § 6. Den künftigen Vertretern des Volks soll jedenfalls die Zustimmung zu allen Gesetzen, 
sowie zur Festsetzung des Staatshaushalts-Etats und das Steuerbewilligungsrecht zustehen. 
제6조 장래 국민대표는 어느 경우에든 국가예산결정과 과세동의권 및 모든 법률동의권을 
가질 자격이 있어야 한다. 
107 이하 헌법 초안의 독일어 원문은 http://www.documentarchiv.de/nzjh/preussen/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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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초안(1848.5.20.) 

 

아우어슈발트-한제만(Auerswald-Hansemann)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초안으로 

1830 년 벨기에 헌법을 참고하여 자유주의적 정신에 기반한 기본권 조항을 제안하

였다. 이는 3 월 혁명에서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조직 부분에서는 3 월 

혁명의 요구와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군주의 입장을 반영한 부분도 있었다.108  

군주는 여전히 절대주의 시대 권력의 핵심인 공무원 및 군에 대한 권력을 유지

하면서, 군주가 의회와 동등한 지위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려면 (제 36 조) 의회의 법

령에 대한 절대적인 거부권을 가져야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각이 프레

드리히 빌헬름 4 세에게 제출했던 정부 제 1 초안에 있었던 법률 해석에 관한 조항

(제 37 조)109은 본 초안에서는 삭제되었다. 한편 좌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회의 완

전한 입법권과 예산권(제 36조110, 제 70조111), 의원의 면책(제 57조, 제 58조), 제 2

원의 자유위임(제 59조) 등을 정하였다.112 이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제 7장 재무행

                                                
verfassungsgesetz-preussen_entwurf.html, 한국어 번역본은 양태건, 번역, 송석윤 감수, 
“1850년 프로이센 헌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을 
참고함. 
108 E.R.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Bd II., 3. Aufl., Stuttgart, 1988, 729-730면. 
109 § 37. Der gesetzgebenden Gewalt gebührt auch die authentische Auslegung der Gesetze. 
제37조 입법권에는 법률 해석이 포함된다. 
110 §36. Die gesetzgebende Gewalt wird gemeinschaftlich durch den König und zwei 
Kammern ausgeübt. 

Die Uebereinstimmung des Königs und beider Kammern ist zu jedem Gesetz erforderlich. 
제36조 입법권은 국왕과 의회 양원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모든 법률에는 국왕과 의회 양원의 합치가 필요하다. 
111 §70. Alle Einnahmen und Ausgaben des Staats müssen für jedes Jahr im voraus 
veranschlagt und auf den Staatshaushalts-Etat gebracht werden.  

Letzterer wird jährlich durch ein Gesetz festgestellt. 
제70조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매년 사전에 예측치를 내어 국가예산에 산입되어야 한

다. 

예산은 매년 법률에 의해 확정된다. 
112 E.R.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Bd II., 3. Aufl., Stuttgart, 1988, 7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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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영구세주의를 규정한 제 82 조도 포함되었는데 그 내용은 1848 년 헌법과 거

의 유사하다. 

 

3) 발덱 헌장(1848.7.26.) 

 

민주당의 발덱(Waldeck)이 의장을 맡은 헌법위원회는 정부 초안을 심의하여 

1848년 7월 26일 이른바 발덱 헌장(Die Charte Waldeck)을 발표하였다. 체포영장

주의, 소급 형법의 금지 등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변경 및 추가되었고, 정부 

조직 부분에서는 정부 초안보다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

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의회제 하에서 내각에 책임을 묻지 않은 대신 의회의 입법 

결정에 대한 군주의 절대적인 거부권을 단순한 중지권으로 변경시켰다. 113  그러나 

입법권의 공동 행사(제 55 조), 제 8 장 재무행정(제 96 조-제 101 조), 영구세주의(제

109조) 등은 정부 초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제헌국민의회 위원회 초안(1848.10.12.) 

 

이 초안에서는 입법권(제 55조) 및 과세권과 관련된 규정(제 8장 재무행정, 제 109

조 영구세주의)들은 이전 헌법 초안들과 거의 일치하였다. 다만 제 2 원의 선출을 

간접선거의 형태로 규정하였던 정부 초안에 반대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할 것을 규

정하였다(제 56조). 

 

3. 프로이센 1848년/1850년 헌법 

 

                                                
113 E.R. Huber, 앞의 책, 1988, 7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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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이센 1848년 헌법 

 

1) 제정 과정 및 전개 

 

1848 년 제헌준비회의의 결의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에 의해 프랑크푸르트의 바

울교회에서 프로이센 제헌국민의회가 공식적으로 개회되었다. 의회는 학자, 작가, 

문화인 등 유산(有産)·교양시민계급으로 구성되었고, 직접·평등·비밀선거라는 민주

적 절차를 통해 성인남자 5 만 명 당 1 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는 당시 영국의 

유권자가 국민 전체의 3%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진보적인 편이었다. 문제는 사람

들이 국민주권을 쟁취하면서 각 영방의 주권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개별 영방

들과의 관계에서 의회가 독자적으로 헌법을 제정하기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힘들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 의장 가게른(Gagern)

의 제안으로 오스트리아의 요한 대공을 제국 행정관으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뒷받침할 재정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권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미미했다.  

보수주의자와 민주주의자, 자유주의자와 반자본주의적 급진주의자, 그리고 가톨

릭 진영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헌법 제정을 주장하며 격렬한 논쟁과 시위가 

계속 되었다. 가을까지 이어진 열띤 논의 끝에 마침내 의회에 제출된 헌법초안을 

바탕으로 1831년 벨기에 헌법을 모델로 삼아 1848년 12월 5일 빌헬름 4세에 의

하여 흠정 헌법이 반포되었다.114 그러나 1848 년 헌법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

                                                
114 페리 앤더슨 지음, 김현일 옮김, 앞의 책, 409 면;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
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269-270면. 
한편 브란덴부르크 출신의 프리드리히 백작이 이끄는 보수주의 내각이 헌법초안을 제시하
였고 빌헬름 4 세는 그 초안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반포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군주가 
‘흠정했다’기보다는 군주로 하여금 ‘흠정하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 山田康, 『ドイツ
近代憲法史』,東京大学出版会, 1963, 33면; 石村修, “プロイセン憲法と明治憲法:	 二つの憲法
の関係”,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48, 2010, 8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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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정된 헌법이었기 때문에 115  공포 직후 헌법개정을 위한 의회가 구성되었고, 

그 전문116과 제 112 조117에 따라 의회의 제 1 회 집회 후 법률제정의 방법에 의해 

개정하기 위하여 바로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2) 내용 

 

1848 년 헌법은 먼저 국가의 영토(제 1 편)에 관한 조항과 제 2 편에 프로이센인의 

권리, 즉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체계상 앞쪽에 두고 국왕(제 3 편), 대신(제 4 편), 의

회(제 5편), 재판권(제 6편), 재무행정(제 8편)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118  

국왕에게는 의회소집권과 해산권을 부여(제 49조)하였고, 입법권은 국왕과 양원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 60 조). 국회는 양원제로 운영되며, 

제 1 원은 행정구역 대표자에 의해 선출된 180 인으로(제 62 조, 제 63 조), 제 2 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350인으로 조직되는 것으로 하였다(제 66조). 

조세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프로이센인의 권리를 규정한 제 2 장에 병역의 

                                                
115 E.R. Huber, 앞의 책, 1960, 36-37면. 
116 신의 은총에 의해서 프로이센왕인 짐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다음을 고지한다. 
즉 짐은 헌법이 의도하는 협정을 불가능하게 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결과로서, 그리고 
공공복리의 긴급한 요구에 대응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서 개시된 포괄적인 준비
작업을 가능한 고려하여 다음의 헌법 공포를 결정하였다. 다만, 최후로 지시된 통상의 법
률제정의 방법으로 헌법의 수정을 유보한다. 
짐은 따라서 프로이센국의 헌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848년 헌법의 한국어번역본은 김효전, “프로이센 헌법”, 헌법학연구 제 21권 제 1호, 한국
헌법학회, 2015, 436면 이하를 참고하였다. 
117 제112조 이 헌법은 의회의 제1회의 집회 후에 즉시 법률제정의 방법(제60조와 제106조)

으로 수정에 복종하기로 한다. 
제52조에 규정된 국왕의 선서 아울러 양 의원과 모든 관리의 소정의 선서는 
수정이 완료된 후에 즉시 실시한다(제107조). 

118 프로이센 국민의 평등원칙을 규정하고(제 4 조), 신체의 자유(제 5 조)와 국외이주의 자유
(제 10 조), 소유권(제 9 조), 종교의 자유(제 11 조) 등 종교와 관련된 권리, 교육에 관련된 권
리(제 17조~제 23조), 의견표명과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제 24조, 제 27조, 제
28조), 청원권(제 30조)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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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제 32 조)는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의 의무는 달리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제 8

편 재무행정(Title VIII. Von der Finanz-Verwaltung)에서 의회의 재정통제권과 관련

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사전에 예산에 산입되어야 하고

(제 98조), 예산에 산입된 경우와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만 조세 및 공과금

을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해두었다(제 99조). 과세권을 예산 또는 법률에 의해서 제

한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오늘날 조세법률주의와 관련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현행 조세의 계속적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 제 108조는 영구세주의에 대한 

규정으로 헌법 초안에서도 계속 등장했었던 조항이었다. 

 

제 8편 재무행정 

제 98 조 국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매년 사전에 예측치를 내어 국가예산에 산

입되어야 한다. 

예산은 매년 법률에 의해 확정된다. 

제 99 조 국고를 위한 조세와 공과금은 오로지 국가예산에 편입되어 있거나 특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 

제 100조 조세와 관련하여 우대적 특권은 도입될 수 없다. 

현행의 조세입법은 개정을 거쳐 모든 우대적 특권을 폐지한다. 

제 101 조 수수료는 국가 혹은 지방공무원이 오로지 법률에 근거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중략) 

제 108조 현행의 조세와 공과는 계속 징수하며, 현행의 법전들, 개별적인 법률과 

명령의 규정으로 현재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모두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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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의 

 

1848 년 헌법은 군주가 주권자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119 

전문에서 ‘신의 은총에 의한’ 헌법 제정임을 선언한 흠정헌법이라는 점에서 군주주

권과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120 이 같은 점은 벨기에 1831년 헌법을 모델로 했음에

도 동 헌법에서 선언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헌법에 규

정된 방식으로 행사된다”(제 25 조)는 국민주권의 원칙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

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재정과 관한 부분에서는 제 8 편 재무행정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

에서 정하고 조세에 관한 사항을 예산과 특별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

(제 98 조 및 제 99 조)은, 예산은 법률에 의하지만(제 98 조) 그 법률은 국왕과 의회

의 합의로 제정되며(제 60 조) 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이 국민 전체의 대표임을 선언

한 점(제 82 조)을 고려해보았을 때 과세동의권이 오롯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정 계층으로 구성된 신분의회에서 그들의 이익만을 대

변했던 절대주의시대와 비교한다면 매우 진전된 모습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 

조세국가가 보여주는 입헌주의적 원리보다는 다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당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격돌했던 시대 상황에서 근대적 조세국가의 

원리를 관철하는 것이 매우 급진적이었을 것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  

 

(2) 프로이센 1850년 헌법 

 

                                                
119 송석윤, “프로이센 헌법갈등”, 서울대학교 법학 제 45권 제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354면. 
120 양태건 번역, 송석윤 감수, 앞의 논문,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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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서서히 해산되고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한편 계속

되는 혁명세력을 군대가 진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독일

을 떠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4 세는 소독일주의의 입

장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보수주의적 보좌관들과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보수 연방

주의로 기울었다. 가게른을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은 입장을 전향하여 이 같은 정부

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후 보수적인 기득권층에 유리한 3 등급 선거제를 부활시

켰는데 이에 대한 항의로 자유주의자들이 대거 선거에 불참하면서 대다수가 보수

주의자로 구성된 의회에서 양원의 동의를 얻어 1850 년 1 월 31 일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었다. 

 

2) 내용 

 

1848 년 헌법과 비교하여 입법과 재정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121 

전문에서는 1848 년 헌법과 마찬가지로 ‘신의 은총에 의한’ 헌법 제정임을 선언

하고 있지만 양의원과의 합치로 확정하였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단순히 흠정된 것

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122 

기본권 부분에 있어서는 1848 년 헌법과 대동소이하였다. 프로이센 국민의 평등

원칙을 규정하고(제 4 조), 신체의 자유(제 5 조)와 국외이주의 자유(제 11 조), 소유권

(제 9조), 종교의 자유(제 12조) 등 종교와 관련된 권리, 교육에 관련된 권리(제 20조

~제 26 조), 의견표명과 출판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제 27 조, 제 29 조), 청원권(제

                                                
121 독일어원문은 E.R. Huber, 앞의 책, 1978, 500면 이하, 한국어번역본은 양태건 번역, 송
석윤 감수, 앞의 논문, 212면 이하를 참고하였다. 
122 石村修,	앞의 논문,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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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 등을 규정해놓았다. 제 2 편에서는 의무에 관한 조항도 함께 규정해두었는데 

제 34조에 병역의 의무는 있지만 납세의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토지소유권

(제 42 조)의 자유로운 행사권을 규정하면서 영주재판권과 세습적 봉건관계에서 발

생하는 조세 관련 의무를 폐지하였다. 

입법권이 국왕과 양원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제 62 조)은 

1848 년 헌법과 동일하나 후단에 ‘재정법안과 국가예산안은 먼저 제 2 원에 제출된

다; 예산은 제 1원이 그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거부한다.’123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하

원에서 먼저 재정법안 및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48 년 헌법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제 1 원의 선출 방법으로 과거

의 3등급 선거제(제 71조)를 부활시킨 것이다. 3등급 선거제란 세액에 따라 유권자

를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세 등급에서 동등한 선거인을 선출했던 제도이다. 

또한 제 1 원의 구성 역시 1848 년 헌법에서 오로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방식

에 의했던 것과는 달리 국왕의 성년의 황태자, 제국 가문의 수장들, 국왕이 임명한 

의원, 고액 납세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한 의원이 제 1 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 65조). 

제8편 재정은 제목이 ‘재무행정’에서 ‘재정’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1848년 

헌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제 109 조에서 현행의 조세와 공과금은 계속하여 

징수되고 새로운 법률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지닌다고 하여 영구세주

의를 조문화하였다(제 109조). 

 

3) 의의 

 

1850 년 헌법은 입헌군주정 하에서 ‘신의 은총에 기반을 둔’ 흠정헌법이지만 양

                                                
123 양태건 번역, 송석윤 감수, 앞의 논문,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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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의 합치로 확정하였다는 부분에서 단순히 흠정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124 

그러나 이는 바울교회 헌법(또는 프랑크푸르트 헌법, Paulskirchenverfassung)이 서두

에 ‘헌법제정 독일 국민의회는 다음 조항을 의결하고 라이히 헌법으로서 공포한

다’ 125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입헌군주제 헌법이라는 ‘혁명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과 비교하면 의회군주정에서 한 걸음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군주가 집행권을 보유하고(제 45 조) 국민은 대표를 통해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여하

는 지위만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했다고는 볼 수 없고 아직 군

주에게 커다란 권력이 주어져 있어서 의회화와 민주화에 대한 헌법 운동의 요구가 

일부만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126  

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 1원인 상원의 구성이 특정계급의 구성원들이 

선거 없이 의원에 포함되고, 선거인단 또한 최고세액 납부자로 한정됨으로써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제 83 조에서 양원은 국민의 대표임을 

선언하면서 기속위임을 지양하는 것으로 보아, 바이에른 1818 년 헌법에서 의회가 

특정 계급으로 구성되었지만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전체의 공공복리와 공

공선을 위한다는 내면적 확신에 따를 것을 선서하도록 한 것(제 7 편 제 25 조)127처

럼 의회의 신분대표성을 약화시키고 국민 전체의 이익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등급 선거제의 부활은 프로이센이 여전히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을 극복하지 못

했음을 보여준다. 즉 정당과 국민대표의회를 이원적으로 인식하였고, 국민대표의회

                                                
124 石村修, 앞의 논문, 88면. 
125 Die detsche verfassunggebende nationalversammlung hat beschlossen und verkündigt als 
Reichsverfassung. 
독일어원문은 E.R. Huber, 앞의 책, 1978, 375면 이하, 한국어번역본은 김효전, “독일 라이
히 헌법(바울교회 헌법)”, 헌법학 연구 제 2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14, 355면 이하를 
참고하였다. 
126 오향미, "헌정주의의 조건으로서의 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한국정치학회보 제 41권 제 4
호, 2007, 298-300면. 
127 송석윤,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5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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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에 대립하는 존재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국민대표의회

의 주요 직무를 과세동의권이나 예산의결의 행사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직무와 관

련된 자격을 납세액수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다.128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시 

개인의 자유를 갈망했던 자유주의의 흐름과는 맞지 않았다. 제 3 계급 시민은 재산

을 소유하고 소득활동을 영위하며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반영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3 등급 선거제에 의해 모

든 계급이 동일한 인원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제3계급이 인구

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의원을 보낼 수 없었고, 보냈다하더라도 제1계급과 제2

계급에 밀려 시민계급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워졌다.129 

재정편에서 과세에 관한 의회의 동의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

여 두 가지 정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 

첫째, 이는 봉건국가에서부터 세금 징수의 목적, 즉 지출의 필요가 있을 시 신분

회의의 동의를 구하여 과세하였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즉 오늘날 수입과 지출(예

산)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1850 년 헌법에는 지출과 수입의 밀접한 

연관성에 관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에도 장래에 예상되는 

지출 견적인 ‘예산’에 따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가 ① 예산에 산입되거나 특별법에 규정이 있

어야 하고, ② 그 경우에만 조세를 징수하는 2 단계를 거쳐야 조세법률주의를 충족

하는 것이 된다. 즉 오늘날 (세입세출)예산은 당 회계연도의 세입과 다음연도에 예

상되는 세출로 구성되고, 모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세입예산은 법률상 효력과

는 무관하고 오직 세출예산만이 효력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당시에는 예산에 수입

과 지출의 예측치를 모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제 99 조)130 세입예산의 

                                                
128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251-252면. 
129 김웅희, 앞의 논문, 219-220면. 
130 제99조 국가의 수입과 지출은 매년 사전에 예측치를 내어 국가예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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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치131에 조세가 포함된 경우에 기타 과세요건은 법률에서 의결된 예산에 근거

하여 정해졌다. 이는 세입예산의 예측치가 전제조건이 됨으로써 조세법률 입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특별법으로 조세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에 산

입된 조세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주 또는 정부의 견제를 이중으로 받음을 의미했다. 

게다가 라반트(P. Laband)가 『프로이센 헌법규정에 의한 예산권론=예산법론(Das 

Budgetrecht) 』에서 예산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분류한 것을 예산권한문제에서 

군주의 권한을 옹호하고 의회의 결정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관점132에서 접근

한다면 결국 과세항목은 실질적 의미에서 법률이 아닌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되어 

근대적인 의미의 조세법률주의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는 1849 년 바울교회 헌법에

서 군주와 양원이 입법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는 하나(제 80 조) 조세를 예산에 연

동시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국가의 예산과 조세의 인상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133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예산안에 대해서 1850년 헌법 제 62조

에서는 제 1원이 그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거부하도록 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이 제 1

원에 주어진 반면 바울교회 헌법 제 103 조에서는 국민원이 송부한 예산안에 대하

여 방국원은 이의제기권과 비난할 권리만 가지고 그 이의와 비난에 대해서는 국민

원이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안이 양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국민대

표성이 더 두드러지는 국민원 134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바울교회헌법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1850 년 헌법에서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입헌주의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진일보한 

                                                
131 당시 실제 예산안은 V. Der Staatshaushalts-Etat für das Königreich Preussen im Jahre 
1892/93, Jahrbücher für Nationalökonomie und Statistik 59(1), 2016, 270면을 참고. 
132 김세진,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90면. 
133 정문식, “독일헌법상 예산법률주의-독일연방헌법 제 110조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1권 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699면. 
134  방국원의 절반은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고 나머지 절반은 각 방의 의회가 임명되는 것
과 달리 국민원은 독일 국민의 대표의원으로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제88조, 제89조, 제
93조,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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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비교법적으로 의회의 권한 범위와 관련이 있다. 바이에른 1818 년 헌법 제

7 편 제 3 조에서 조세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 135과 달리 

1850 년 헌법에서는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의회의 입법권(제 62 조)과 예산

법률주의(제 99 조)를 종합하여 과세동의권이 도출된다. 이는 군주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정하는 방식 차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바이에른 헌법이 법안동의권

의 주체를 의회로 한정한 대신 136  의회에게 포괄적인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았지

만,137 1850 년 헌법에서는 국왕과 양원 모두가 입법권을 보유하는 대신 입법의 범

위는 포괄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양자는 규정 형식에 차이를 보이지만 과세동의권

의 행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4.프로이센 헌법갈등 

 

(1) 전개 

 

프로이센 헌법갈등(또는 헌법분쟁, Verfassungskonflikt)은 국왕이 산업 성장으로 

                                                
135 Titel VII. Von dem Wirkungskreise der Stände-Versammlung 
§ 3. Der König erholt die Zustimmung der Stände zur Erhebung aller directen Steuern, so wie 
zur Erhebung neuer indirecten Auflagen, oder zu der Erhöhung oder Veränderung der 
bestehenden. 
제 7편 신분의회의 영향 범위 
제3조 국왕은 직접세의 징수, 간접세의 과세 조건 신설, 기존 세금의 인상 또는 개정할 때
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독일어 원문은 E. R. Huber, 앞의 책, 1978, 166면 이하를 참고하였다. 
136 Titel VII. § 2. Ohne den Beyrath und die Zustimmung der Stände des Königreichs kann 
kein allgemeines neues Gesetz, welches die Freyheit der Person oder das Eigenthum des Staats-
Angehörigen betrifft, erlassen, noch ein schon bestehendes abgeändert, authentisch erläutert 
oder aufgehoben werden. 
제 7 편 제 2 조 평의회(Beyrath)와 신분의회의 동의 없이 인신의 자유 또는 시민의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해석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137 송석윤, 앞의 논문(주 127), 5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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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군사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세력의 

의회와 예산의 동의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 사건이다. 빌헬름 1 세(1861-1888 년)

는 엄청난 규모의 장기적 군비 지출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의회

가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고, 1862 년 국왕은 의회를 해산시킴으로써 군제 개

편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재선거에서 자유주의세력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

면서 국왕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 되었다.138 이에 비스마르크를 새로운 수상으로 

임명하였고 비스마르크는 1865 년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위헌

적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는 1866 년 의회 선거에서 보수주의세력이 다수 

당선되면서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행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법률

(Indemnitäts-gesetz)로 예산안을 사후승인하면서 일단락되었다.139 

 

(2) 의의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은 1850 년 헌법에서 나타난 군주와 의회의 이원

주의적 권력구조에 있었다. 140  예산이 매년 법률에 의해서 확정되는 예산법률주의 

하에서 입법권은 군주와 양원이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만일 3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법률은 통과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하여는 규정해두지 않았는데, 일반법률과 달리 예산은 ‘매년’ 

확정해야 하는 법률이었기 때문에 3 자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국가 예산 집행

이 마비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헌법갈등 사건으로 인

해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군주와 의회 중 어떤 권력기관을 강화시킬지

를 놓고 권력 간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즉 절대주의로의 회귀와 의회제로의 진

                                                
138 송석윤, 앞의 논문, 2004, 361면. 
139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 멩거 지음, 김효전·김태홍 옮김, 앞의 책, 272-277면; 정문식, 앞
의 논문, 1699-1700면. 
140 송석윤, 앞의 논문(주 119),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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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이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닥치게 되었다.141 

학계에서는 해넬(Hänel), 쪼른(Zorn), 옐리네크(Jellinek)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군

주제원칙과 예산권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결국 1871 년 독일제국헌법(제 69 조)에서 제국상원(Reichsrat)과 제국의회(Reichstag)

만이 예산 확정의 주체임을 명시하면서 예산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은 직접적인 국

민 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의회에서 획득하게 되었다. 142  이는 앞서 살펴본 바

처럼 1850 년 헌법에서 예산에서 과세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의회가 

근대적인 성격의 과세동의권에 근접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III. 소결 

 

유럽의 절대주의 국가는 입헌군주정과 의회군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나아가

거나 혁명을 통해 공화정으로 전환되는 급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국민국가로 전환

되었다. 프로이센의 경우에는 독일통일과 민주적 체제의 완성이라는 과업을 달성해

야 하는 독특한 상황에서 입헌군주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었다.143 혁명이 발발하

고 대립하는 이념 세력 간의 지난한 싸움이 계속되었지만 그 가운데 입헌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헌법이 제정될 수 있었다. 

다양한 세력에서 제시한 여러 헌법 초안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정된 1848 년 

헌법과 1850 년 헌법을 통해 독일 초기 입헌군주정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공통적

으로는 헌법 전문과 흠정이라는 제정 과정에서 아직 군주주권을 고수하여 국민주

권의 원칙에는 다가가지 못하였고 입법권도 군주와 의회가 공동으로 행사하였지만 

양원이 입법권을 보유함으로써 군주를 견제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의회의 국민대표

                                                
141 송석윤, 앞의 논문(주 119), 364면. 
142 정문식, 앞의 논문, 1699-1700면. 
143 오향미, “독일제국의 민주주의: 입헌군주정 하에서의 의회주의의 시도”, 세계지역연구논
집 제 23권 제 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107-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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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선언한 점에서 의회제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았다. 

이러한 입헌군주정으로의 변화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프로이센 헌법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절대주의시대까지는 신분의회가 자신

들의 특수이익에 따라 과세동의권을 행사하였지만 프로이센 헌법에서 과세동의권

자인 의회에 국민대표성을 부여하면서 국민의 대표가 과세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

게 되었다. 의회 구성원의 성격, 3 등급 선거제, 입법권의 행사 등에서 완전한 국민

대표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절대주의 시대와 

비교한다면 납세의무자와 과세동의권자가 거의 일치하여 자기부과의 원리에 근거

한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

다. 국민국가에 들어서면서 국가운영의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의 

필요성이 발생하면서 예산을 매년 의결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조세는 영구세주의

를 채택하였다. 다만 예산에 조세수입의 견적을 정하여 예산을 법률로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영구세주의가 법률에 의하여 ‘활성화’되도록 한 것이다. 요컨대 다소 제

한적인 면이 있지만 자기부과의 원리와 상설적 과세를 위한 영구세주의의 채택으

로 근대적 조세국가의 모습에 다가가게 되었다. 

한편 납세의 의무는 프로이센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는 국가와 사회

의 이원론에 기초하여 볼 때 과세권은 군주의 고유권으로서 그러한 조세고권의 행

사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144 따라서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

할 근거로서 납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시민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영광

스러운 의무로 생각했다는 점도 그러한 조항이 제외된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생

각된다. 

 

                                                
144 차진아, “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의의와 한계”, 고려법학 제 81호,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6, 187면. 



 52 

 

제３장 일본 헌법에서의 조세법률주의 

 

I. 일본의 조세국가 성립과정 

 

1. 메이지 유신 - 헌법 제정 전의 상황 

 

(1) 왕정복고 

 

메이지 유신은 메이지 헌법이 제정되기 약 36년 전인 1853년 페리 제독의 무력

에 의한 개항요구에 에도막부가 굴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하급무사들은 막번

체제의 재편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측과 반막번체제를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막번체제의 존속이 위기에 처했다.145 이 지배권 다툼은 1868년 1월 3일 막번체제

를 종식시킬 목적으로 삿초 토이(薩長土肥)의 무사가 천황 지배의 정통성을 재인식

하여 스스로를 관군이라 칭하고 막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반군이 새 정부를 형성

한 것을 의미한다.146 

1868 년 1 월 3 일 막번체제를 종식시킬 목적으로 삿초 토이(薩長土肥)의 무사가 

천황 지배의 정통성을 재인식하여 스스로를 관군이라 칭하고 막부와의 싸움(무진전

쟁)에서 승리한 반군이 새 정부를 형성하였다.147 기존 정권을 탈취한 삿초 유신 정

권은 1868 년 12 월 9 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출범하였으나 정권을 안정시키

                                                
145 하급 무사들은 외세에 대항할 것을 주장하는 양이론을 주장하였는데 그 방향이 달랐다. 
에도막부를 중심으로 거듭나자는 공무합체운동과 하급무사계급에 의해서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정립하자는 존황양이운동으로 대립하였다. 橋川文三 외 1 編, 『近代日本政
治思想史 1』, 有斐閣, 1971, 75-107면. 
146 石村修, 앞의 논문, 90면. 
147 石村修,	앞의 논문,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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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정통성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었다.148 

 

(2) 5개조의 서문과 정체서 

 

  1868(메이지 원년)년 3월 14일, 무진전쟁에 승리한 메이지 정부는 앞으로의 정

치적 목표가 담긴 새로운 정체의 강령으로 5 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른바 ‘5 개조의 

서문(誓文)’ 을 발표했다. 서문의 내용뿐 아니라 공포 의식 또한 중요했는데, 이는 

장래 메이지 정부가 헌법을 기초할 때 ‘국체’를 절대적 부동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

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가 천황의 정통성 위에서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

리 자유민권파는 급진적인 자유정부를 설립하고자 했다. 서문에 ‘널리 퍼트려 회의

를 열어 정치를 공론에서 결정하라’는 문장은 원래 ‘열후회의’가 중심이 되어 정치

적 결정을 하라는 뜻의 문장이었지만 이것은 ‘평민을 포함한 회의’라는 의미로 곡

해되면서 자유민권파는 의도치 않게 민선의원의 개설 근거를 얻게 되었다. 

또한 메이지 정부는 왕정복고의 대호령 이후 서양의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형태

로 행정제도의 정비에 착수했고, 1868(메이지 원년)년 윤 4 월 21 일에 ‘정체서(政體

書)’가 발간되었다. 정체서는 정부의 정권을 ‘5 개조의 서문’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

화하기 위해 삼권분립 · 관료 공선 · 부번현 삼치제149 등을 정한 것이었다. 게다가 

정체서는 소에지마 다네오미와 후쿠오카 타카치카가 미국 헌법 등을 참고하여 만

든 것이어서 그 조문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 서양의 정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

로 미루어 볼 때, 「5개조의 서문」및 「정체서(1868)」는 메이지 정부와 자유민권파 사

                                                
148 片上孝洋,	“大日本帝国憲法と租税―課税承認権の封じ込め―”,	社学研論集	Vol.	 15,		
早稲田大学大学院社会科学研究科, 2010, 96면. 
149 구 막부의 직할령을 부(府)와 현(縣)으로 하고 다이묘의 통치지역이었던 번(藩)은 그대로 
두어 행정구역을 재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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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법 제정을 둘러싼 대립의 불씨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150 

 

(3) 지조 개정과 국회 개설 요구 

 

1869 년 판적봉환으로 다이묘들이 천황에게 그들의 영지와 영민을 반환하면서 

모든 국토와 국민은 동일 국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지만 구 번주가 지번사

로서 번 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형식상으로는 중앙집권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봉건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871(메이지 4)년 7 월 14 일에 ‘폐번치현(廃藩置県)’을 단행

하였고, 이로써 메이지 정부는 모든 번의 ‘연공 징수권’을 획득하여 징수권을 통합

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 년 후 메이지 정부는 조세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조 

개정’을 추진했다. 메이지 정부는 녹봉제 폐지, 토지의 사적 소유 인정, 토지부과금

의 금납화 등을 제도화하여 ‘징세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를 납

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결국 

납세의무자인 신민에게 정치적 대항력을 준 셈이 되었다. 151  이러한 ‘지조 개정’  

덕분에 자유민권운동은 조세 부담자로서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징수 및 그 

용도 결정에 자신들이 선출하는 대표를 참여시키기 위해 국회를 열라는 요구에서 

출발하게 되었다.152 

 

                                                
150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48), 96면. 
151  ‘지조 개정’과 ‘참정권’의 관계는 국회 기성 동맹의 ‘국회개설을 윤허해줄 것을 탄원하
는 서’ 중에서 ‘지조를 개정하는 명령을 발하는 지권을 행하여 이에 따르는 국민에게 참정
의 권리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48), 97
면. 
152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48),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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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정책의 변화 

 

1877(메이지 10)년에 일어난 서남 전쟁으로 인해 약 4200만엔이라는 전쟁비용이 

발생하면서 메이지 정부는 재정 부담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근대적이

면서 통일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포함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조직 개편과 막대한 군

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 규모를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후진농업국가로서 매뉴팩처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양 선진국의 근대산업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식산흥업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규모를 늘리고 조세징수를 통일화하는 일이 불가피했다. 그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봉건 지배계층을 견제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지폐를 상각

시키고 행정비 절반을 차지했던 녹봉을 1877(메이지 10)년을 기점으로 폐지시키면

서 봉건 지배계층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혈 혁명을 추구했던 

메이지 정부는 봉건 지배계층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공채로 전환하

여 그들을 사회 체제에 흡수시켰다. 공채의 규모 역시 매년 세출의 약 25%로 상

당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새 정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해관세(관세)는 세율은 낮았지만 

전 개항장의 관세가 통일되면서 중앙집권적 정치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먼저 나타

났고 상공세와 소비세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확대된 군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1887(메이지 20)년에는 소득세가 도입되었는데 농민 외 산업 종사 계층의 소득이 

많지 않아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153  소득일반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53 이들 중 법인을 운영하는 자들은 법인이 비과세되면서 납세를 피할 수 있었는데 청일
전쟁 이후 메이지 32년부터 과세되었다. 林健久, 『日本における租稅国家の成立』,  東京大学
出版会, 1975,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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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유민권운동과 메이지 14년 정변 

 

1) 자유민권운동 

 

자유민권운동을 주도한 이타가키 다이스케, 고토 쇼지로, 에토 신페이, 소에지마 

다네오미를 포함한 사족 8 명은 좌원에 ‘민선의원 설립건백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백서에서 그들은 ‘위에 천황이 있지 않고 아래에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닌데 실권을 

관리가 독점하는’ 전제정치 하에서는 국가는 언젠가 무너질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서는 인민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러한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1877(메이지 10)년 6 월 12 일 

입지사(立志社)가 건의한 ‘입지사건백서’에서는 인민에게 혈세를 부과하는 정부는 

강제적인 전제정이 아니라 입헌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자유민권운동

은 서양 근대 헌법의 정신을 일본에서 구현하려는 시도였으며, 민선의원으로 구성

된 의회의 설립에서 나아가 근대 헌법의 창설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이어 

1875(메이지 8)년에 국회 개설을 목표로 하는 ‘점진적입헌정체수립조서’를 발표하

였고154 , 재야의 압력으로 수세에 몰린 메이지 정부는 입헌 정치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155 

2) 메이지 14년 정변 

 

1879(메이지 12)년 말 점진주의를 원칙으로 입헌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881(메이지 14)년 참의 겸 대장경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급진적

인 안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사건이 메이지 14 년의 정변

                                                
154 이는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이토가 천황에게 국헌초안을 아뢴 것이며 원로원이 헌법 
제정의 책임을 맡고 서양 헌법을 참고로 하여 초안을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하였다. 石村修, 
앞의 논문, 93면. 
155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48), 97-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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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일은 재야의 자유민권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고 메이지 정부는 

이를 수습하고자 ‘국회개설조서’를 발표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라 1890(메이지 23)

년에 국회를 개설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국회 개설의 초석이 될 헌법을 제

정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헌정을 수립한 서양의 입헌정을 모델로 하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문제는 

어떤 헌법을 참고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여기서 후쿠자와 유키치(福

沢諭吉)의 교사사(交詞社)사의헌법과 오쿠마의 영국파가 패배하고 독일 모델을 지

향했던 이토와 이노우에가 승리하면서 독일 모델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

다.156 

 

2. 일본에서의 서양 근대 입헌주의의 수용 

 

(1) 유럽 헌법 조사 

 

헌법 제정에 대한 인식은 메이지 초기부터 있었다. 유신 이후 국가 형성에 있어

서 두 가지 목표, 즉 ‘부국강병’ 과 더불어 ‘의회’와 ‘헌법’으로 양분된 ‘공의여론’ 

을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국강병이 우선시되었고 사회적으로 헌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토는 메이지 초기부터 헌법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와 함께 속해있었

던 개혁파인 조슈파(長州派)에서는 헌법 제정을 주장하였지만 메이지 정부의 권력 

투쟁 속에서 이는 계속 지연되었다. 결국 이토가 정부의 주도세력이 되었을 때 권

력 다툼에서의 승리와 자유민권운동 견제라는 의도를 가지고 헌법 제정을 위한 준

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156 石村修, 앞의 논문,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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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는 헌법 초안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도 했다. 1870(메이지 3)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헌법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었고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를 통해 헌법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영국에서 유학할 당시 군사, 

정치, 법 등의 지식을 익히면서 서양 근대 헌법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습득했기 때

문이었다. 1882(메이지 15)년 메이지 정부는 당시 참의였던 이토에게 유럽 각국의 

입헌정체를 관찰하고 오라는 천황의 칙명을 내리고 조사사항을 열거한 훈조를 주

었다.157 이에 이토는 서양의 근대 헌법을 조사하기 위해 이노우에 코와시(井上毅),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 카네코 켄타로(金子堅太郎)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유

럽을 방문하였고 1883(메이지 16)년 8월까지 약 1년 5개월 간 머무르면서 주요국

의 헌법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다. 

 

(2) 그나이스트, 못세, 슈타인의 강연 

 

이토는 유럽에서 세 명의 학자에게서 헌법과 관련된 강연을 듣게 되었다. 먼저 

이토는 베를린에서 그나이스트(Rudolf  von Gneist)를 만나 전제정치를 강조하는 그

의 입장을 접했다. 그는 의회에 예산안에 관한 전권을 준다면 그들이 동의를 거부

하여 정부를 불능 상태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의회에는 그저 예산에 관하여 논의

하고 의견 제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논조를 강변

하였다. 이에 이토는 이는 ‘일본의 현 상황에서 본다면 이러한 입장은 대단히 전제

론에 가깝다’고158 말하며 자신이 구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름을 밝혔다. 그러나 비

엔나로 이동한 그는 1882(메이지 15)년 8 월 28 일 빌헬름 1 세와의 오찬에서 이와 

                                                
157 훈조의 시작부분에는 ‘유럽 각 입헌군치국의 헌법에 있는 연원을 찾아 그 연혁을 생각
하고 현행의 실황을 보아 실익을 연구하는 일’을 조사의 목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明治憲法と日本国憲法に関する基礎的資料	 (明治憲法の制定過程について)”,	 衆憲資第	

27	号,	衆議院憲法調査会事務局, 2003, 30면. 
158 春畝公追頌會, 『伊藤博文傳	中卷』，統正社, 1940, 271면. 
참고) 춘무공 추송회는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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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빌헬름 1 세는 프로이센 헌법갈등 문제를 겪고 나서 

느낀 바를 이토에게 전달한 것이다. 즉 국회를 개설하더라도 과세징수에 국회의 동

의를 필요하게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권한이 국회에 위임된다면 내란의 원인이 될 

것임을 역설하였다.159 

못세(Albert Mosse)는 프로이센 헌법 제정의 연혁과 헌법 전반적인 내용160, 축조 

해설과 같은 실정법에 관한 강의를 하였기 때문에 강의가 헌법 초안의 내용을 구

상하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드디어 슈타인(Lorenz von Stein)과의 만남을 통해 이토는 헌법 구상의 실마리를 

발견하였다. 그는 역사법학을 역설하며 국가학은 자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유럽의 

지식을 접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토는 이에 크게 공감하며 일본은 천황

이 총람한다는 근본 원칙 하에 유럽의 헌법은 기술적인 면에서 참고하고, 신하의 

보필과 의회의 익찬(翼贊)을 기반으로 하여 신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야 한

다고 생각하였다. 161  당시 자유민권파가 영국식 의회개설과 헌법제정을 요구하며 

반정부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은 입헌체제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지배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반된 요구를 만족시

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62  따라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한 프로이

센에서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여겼다. 여기에는 당시 유럽에서 유학 중이었던 아오

키 슈죠오(青木周蔵)가 프로이센의 예를 알려주어 사절단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메

                                                
159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 헌법’의 ‘출현’까지”, 서울대학교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4, 20면. 
160  국왕의 지위 · 권한 등, 국왕의 권능, 국민의 요건 · 의무 및 권리, 선거제도, 의원의 
권리,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법률 및 명령의 관계, 사법, 경찰, 재정, 지방자치 등을 강의
하였다. “明治憲法と日本国憲法に関する基礎的資料	 (明治憲法の制定過程について)”,	 32
면. 
161 春畝公追頌會, 앞의 책, 364-365면, 569-570면;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48), 100-102면
에서 재인용. 
162 김항, 『제국일본의 사상:포스트 제국과 동아시아론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창비, 2015,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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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헌법의 직접적인 고문이 되는 헤르만 뢰슬러(Hermann Roesler)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프로이센 헌법을 채택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163 

 

3. 메이지 헌법의 제정 

 

(1) 헌법 초안의 작성 

 

일본으로 돌아온 이토 히로부미는 곧 헌법 초안 작성 작업을 비밀리에 착수하였

다. 이토의 조수 중 한 명이었던 이노우에 카오루는 1887(메이지 20)년 4월과 5월

에 헌법 초안(나츠시마 초안, 夏島草案)을 작성하였고, 그 외 이노우에 코와시, 이

토 미요지, 카네코 켄타로가 함께 기초 작업을 하였다. 초안의 틀을 만드는데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법률고문 뢰슬러(Carl Friedrich Hermann Roesler)와 그가 

헌법과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로 구성된 초안이었다. 뢰슬러는 사회학적으로는 자유

주의적인 관점을 취했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군주제를 옹호하게 되었고 군

주주권과 입헌주의를 통합하는 진정한 모습의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 또한 그는 

프로이센 헌법에서 입헌군주제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참고하였지만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주제를 넘어 국가의 사회적 ·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

가 방대한 법률 지식과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한 메모들은 일본측

이 기초한 초안과 상당부분 유사했는데, 기초자들은 천황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도 

뢰슬러의 초안의 기반이 되었던 헌법 원리, 즉 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 권

리를 투표권과 과세승인권으로 보아 정부는 시민의 동의에 의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천황의 권한과 신민의 권리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였

다. 그래서 뢰슬러의 초안에 있는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조문은 ‘대일본제국

                                                
163 石村修, 앞의 논문, 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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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초안’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이다(제 52조, 제 77조, 제 78조).164 이 초안은 프로

이센 헌법을 비롯하여 바이에른 헌법과 뷔르템베르크 헌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

세법률주의 관련 조항은 프로이센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65 다만 뢰슬

러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과세동의권은 단지 의회에 조세에 관한 결정권을 맡겨

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압제나 부패에 대항하여 사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166 

 

(2) 메이지 헌법의 개요 

 

1889(메이지 22)년 2월 1일 추밀원에서 열린 거창한 공포식에서 천황에 의해 대

일본제국헌법이 공포되었다. 메이지 헌법은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흠정헌법이었

다. 이는 이토가 프로이센 헌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강력한 군주제를 추

진했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토는 여기에 천황의 신화적 이미지를 가미하

여 ‘기축으로서의 황실’을 중요한 요소로 삼으려고 했다. 이러한 그의 의지는 2 월 

17일 재경부현회 의장을 소집하여 개최한 연설에서도 나타난다. 

 

“이번에 공포된 헌법은 말할 필요도 없이 흠정헌법이다.…… 제 1 장에 군주의 대권, 즉 

주권을 명기한 것은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는 예를 찾을 수 없다.”167 

                                                
164 제52조 일본 신민인 자는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77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국채를 부담하는 계약은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생략) 
제78조 현행의 조세는 변경하는 법률에 의하여 이를 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츠시마 초안의 원문은 http://dl.ndl.go.jp/info:ndljp/pid/3947843을 참고. 
165 鈴木安藏,	“憲法制定とロエスレル:	日本憲法諸原案の起草経緯と其の根本精神”,	東京
経済新報社, 1942, 353면, 361면; 황남석, 앞의 논문, 140면에서 재인용. 
166  Johannes Siemes, “Hermann Roesler's Commentaries on the Meiji Constitution.”,  
Monumenta Nipponica, Vol. 17, No. 1/4, 1962, 56면. 
167 방광석, 『근대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혜안, 2008, 
215-216면. 



 62 

 

메이지 헌법에는 천황의 통치권과 관련된 조항을 제일 앞에 열거해두었다. 

 

제 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 3조 천황은 신성하며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규에 의해 이를 

행한다.168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제를 취하고 있으며 천황의 통수대권과 외교대권

은 천황에게 유보하여 의회에는 제한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의회를 설치

하더라도 주권이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행정권이나 의회의 입법권이 모두 

천황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주권은 어디까지나 군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다. 169 

이러한 사상은 조문에서 일본의 국민은 ‘신민’이며 ‘신민’의 대표자인 의회는 천황

을 ‘익찬’해야함(제 5조, 제 18조)을 밝힘으로써 나타난다. 특히 입법권은 천황의 통

치권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국

가 재정의 측면에서는 황실경비(제 66 조)에 대한 의회의 협찬권을 제한하여 천황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6 장 회계의 장은 수입과 지출을 결부시킨 영국의 조세관보다는 지출과 별개

로 운영되는 프로이센의 조세관에 따라 조세와 지출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

상으로 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 62 조, 제 63 조에,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 64 조~제

71 조에 두어 조세와 예산이 별개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예산은 

단순한 수입 및 지출 견적이자 재정계획으로서(제 64 조) 의회의 협찬을 요함을 규

정하고 있을 뿐 법률로써 규정할 것을 요하지는 않은 반면, 조세는 예산과는 직접

                                                
168 일본어원문은 http://www.ndl.go.jp/constitution/etc/j02.html, 한국어번역본은 김항, 앞
의 책, 45면 이하를 참고하였다. 
169 방광석, 앞의 책,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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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관이 없이 법률로 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 62조).170 

 

영국의 조세관 프로이센의 조세관 

지출 목적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조세 제공 
지출목적과 관련 없는 조세법 

조세란 국민이 국가에 수여하는 금전 조세란 국가가 국민에게서 징수하는 금전 

민주주의적 조세법 권력주의적 · 행정중심주의적 조세법 

예산/예산법을 전제로 한 조세법 예산과 조세는 별개 

<표 1> 영국과 프로이센의 조세관 비교표171 

 

(3)메이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1) 납세의 의무 

 

메이지 헌법에서는 제 2 장에 신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 21 조에 다음

과 같이 납세의 의무를 두었다. 

 

제 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172 

 

헌법을 초안한 이토는 헌법 조항을 해설한 ‘헌법의해’에서 납세의 의무를 ‘일국 

공동 생존의 필요에 공응(供應)하는 자로 하여금 병역과 균등하게 신민의 국가에 

                                                
170 安澤喜一郎,	“日本国憲法における租税の本質”,	法律論叢 48巻 4-5-6号, 
明治大学法律研究所, 1976, 123면. 
171 安澤喜一郎, 앞의 논문(주 170), 102-103면. 
172 第21条	日本臣民ハ法律ノ定ムル所ニ従ヒ納税ノ義務ヲ有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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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무 중 하나이다’173  라고 하여 납세의 의무는 ‘신민’의 의무이며 조세는 입

헌군주제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는 과세고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

에 신민은 ‘일본제국 성립의 분자’로서 단지 납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그는 조세를 정의하면서 ‘조세는 옛말에 “힘”이라 한다. 민력

(民力)을 보낸다는 정의이다.’라고174 하여 납세를 한다는 것은 신민의 경제력을 국

가에 옮기는 것이라고 파악하였고, ‘조세는 신민국가의 공비를 분담하는 것이지, 징

구(청구)에 응하여 공급하는 헌궤(獻饋, 바치는 물품)의 일종이 아닌 것이다. 또 승

낙으로 인한 덕택의 보상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여 조세의 대가성을 부정하고 기

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동의 없이 과세 없다’라는 원칙이 역

사상 연혁에서 생겨난 잘못된 학설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배격하려는데 있었다. 그

는 이 원칙이 만약 신민 또는 신민의 대표가 과세동의권을 온전히 보유한다면 신

민이 국가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175  

한편 헌법 제정 전에 지조는 마을 단위로 과세하던 것을 제 21 조가 규정되면서 

과세 단위가 마을에서 개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통치권자 천황에 대

하여 직접 지도록 하여 통치권을 강화하려고 한 점에서 납세의 의무에 강력한 군

주제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해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조직하고 있는 이상 경비 부담의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것

임에도 이를 헌법의 내용으로 규정한 것은 의무의 선언이라기보다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행되지 않는다는 권리의 선언이라는 성격이 있다고 보

는 견해도 있다.176 

                                                
173 伊藤博文	著, 『憲法義解,	岩波書店』, 1940, 50면. 
174 伊藤博文	著, 『憲法義解,	岩波書店』, 1940, 50면. 
175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48), 94면; 倉山	満, 『口語訳	日本国憲法·大日本帝国憲法』, 中
経出版, 2015, 30면. 
176 安澤喜一郎,	 “租税法と予算との分離ならびに租税法律主義の原則”,	 法律論叢 35巻 4
号,	明治大学法律研究所, 1962,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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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법률주의(과세승인권) 

 

메이지 헌법은 제 6장 회계에서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 6장 회계 

제 62조 1항 새로운 조세의 부과와 세율의 변경은 법률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2항 다만, 보상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기타 수납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국채의 기채와 예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 63 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로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 64조 1항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

다. 

 (중략) 

제 67 조 헌법상 대권에 근거한 기본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상 정

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에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제국의회는 이를 폐제

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177 

(후략) 

 

                                                
177 第６章	 会計	
第62条		新ニ租税ヲ課シ及税率ヲ変更スル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ヘシ	

					２	 但シ報償ニ属スル行政上ノ手数料及其ノ他ノ収納金ハ前項ノ限ニ在ラス	

					３	 国債ヲ起シ及予算ニ定メタルモノヲ除ク外国庫ノ負担トナルヘキ契約ヲ為スハ	 帝

国議会ノ協賛ヲ経ヘシ	

第63条		現行ノ租税ハ更ニ法律ヲ以テ之ヲ改メサル限ハ旧ニ依リ之ヲ徴収ス	

第64条		国家ノ歳出歳入ハ毎年予算ヲ以テ帝国議会ノ協賛ヲ経ヘシ	

第67条		憲法上ノ大権ニ基ツケル既定ノ歳出及法律ノ結果ニ由リ又ハ法律上政府ノ義務ニ	属

スル歳出ハ政府ノ同意ナクシテ帝国議会之ヲ廃除シ又ハ削減スルコトヲ得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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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헌법에서는 재정부분에서도 입헌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조세, 예산, 국고

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등에 법률 또는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규정하였

다. 그러나 외견적 입헌주의 헌법으로서의 성격은 재정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먼저 메이지 헌법이 천황의 총람을 인정하는 군주제를 선택함으로써 의회의 ‘승인’

권을 초안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났다. 그 발단은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문부대신의 질문에 있었다. 그는 “승인이라는 말은 아래보다 위의 방향으로부터 사

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동등한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영어에서는 어떤 글

자에 해당되는고?” 178라고 질문하였는데, 이것은 의회에 ‘승인권’을 인정한다는 것

은 동시에 ‘거부권’ 역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의회가 천황을 뛰어넘는 권능을 가지

는지에 대한 지적이었다. 천황의 대권에 기초하려는 메이지 헌법의 근본 원리에 반

하여 의회에 ‘승인권’을 인정하게 되면 천황과 동등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일본 국체가 변경되는 것179이며, 나아가 천황의 통치권 하에 천황을 보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내각180이 의회의 불승인으로 그 기능이 정지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보

필의 책임을 다 할 수 없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군주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어긋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181 그러나 입헌정치의 특징은 입법권과 행정

권의 권력분립을 통한 절대왕권에 대한 통제이므로 메이지 헌법에서 입헌정치를 

예정하고 있는 이상 의회에 법률 또는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토는 ‘의회의 승인을 거침

으로써 국정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유럽입헌국의 상황을 봄에, 독일식 입헌정

체와 영국식 입헌정체가 있으되 그 권한의 해석 또는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는 다

소 차이가 있어도 그 대강의 요령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였지

                                                
178 稲田, 『明治憲法成立史	 下巻』，有斐閣, 1962, 592면. 
179 稲田, 앞의 책, 596면. 
180 메이지 헌법 제 55조 1항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여 그 책임을 진다. 
181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48), 104-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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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결국 ‘승인’을 ‘협찬’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수정안을 통과시켰다.182 이

토의 말에 의하면 단어의 변경이 권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최종적으로 조세와 예산도 모두 제국의회의 ‘승인’이 아닌 ‘협찬’에 의하게 되어 문

언상으로도 과세승인권의 입헌주의적인 의미가 퇴색되었다. 

또한 조문을 살펴보면 제 62 조 2 항에서 수수료 기타 보상적 수납금은 실질적으

로 조세와 같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고 제 67 조에

서는 대권에 의한 세출에는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의회가 이를 폐제 · 삭감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의결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였다. 그 외 증액의 경우를 제외한 

황실경비 지출, 예산초과지출, 재정긴급처분과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협찬을 필요

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의회의 재정통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183 

한편 조세와 관련된 사항은 원활한 국가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필

수적인 부분이므로 의회와 내각의 대립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프로이센 헌법갈등으로부터의 교훈이기도 했다. 그래서 제 63 조 ‘현행의 조세

는 새로 법률로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에

서 영구세주의를 채택하여 지출과 수입을 분리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184 그러나 프로이센의 예에 따라 조세와 예산이 분리되고 단순

히 재정 계획이라는 성격만 가지게 되면서 영국에서 지출과 수입 모두에 승인을 

요했던 ‘동의 없이 과세 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초기 원칙은 절반만 남게 되었

다.185  

 

                                                
182 稲田, 앞의 책, 832-833면. 
183 서보건, “일본헌법상 재정헌법조항의 내용과 헌법개정 논의”, 영남법학 제30호, 영남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0, 3면. 
184 片上孝洋, 앞의 논문(주 148), 105면. 
185 安澤喜一郎, 앞의 논문(주 176),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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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흠정헌법으로서의 메이지 헌법에서 의회는 그저 천황의 통치권 표현형태인 입법

권을 행사하고 천황을 익찬하는 천황 소속 국가기관에 불과했다. 일본의 헌법학자 

호즈미 야츠카(穂積八束, 1860-1912)는 그의 헌법론에서 통치권의 주체를 천황으로, 

통치권의 객체를 신민으로 보고 그러한 통치권이 입법권, 행정권 등으로 세분화되

어 제국의회, 정부, 재판소 등의 기관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헌

법론은 게르버와 라반트의 국법학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회가 가지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고 의회를 일개 국가기관으로 본다는 점과 

법은 그저 국가의사의 표현일 뿐이며 법이 권리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적인 지위를 

강조한다는 점은 독일의 실증주의 국법학과 유사하다.186 호즈미의 이러한 소위 ‘국

가법인설’에 대한 입장은 호즈미 이후 학계의 주류로 떠오른 미노베 타스키치 등 

입헌주의 학자들의 해석과도 대체로 동일하다.187 

하지만 이토는 군권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입헌주의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인 군권의 제한과 민권의 보호를 동시에 강조하기도 하였다.188 이렇게 이토가 

군권주의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입헌주의적인 운용을 주장한 이유는 입헌제라는 

서양의 제도를 수입하는 이상 적어도 그 최소한의 내용은 충족시켜야 했고, ‘자유민

권파’에게서 적어도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입헌제의 기

본원칙을 포함시켜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일본의 ‘국체’를 보전하면서 서양적 

                                                
186 강광문, “일본에서 독일 헌법이론의 수용에 관한 연구: 호즈미 야쯔카(穂積八束)의 국가
론과 그 독일적 배경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 41권 제 3호, 한국공법학회, 2013, 96면. 
187 강광문, 앞의 논문, 2013, 96면. 
188 이토는 ‘헌법해의’에서 군권의 제한에 대한 제 4조를 설명하면서, ‘생각컨대 통치권을 총
람하는 것은 주권의 체(體)이며, 헌법의 조규에 의해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주권의 용(用)이다. 
체가 있고 용이 없으면, 전제정치로 타락하고, 용이 있고 체가 없으면, 산만에로 타락한다”
라고 하여 군권주의와 입헌주의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김창록, “근대 일본헌법사
상의 형성”, 법사학연구 제 12호, 한국법사학회, 1991, 9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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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의 요소를 가미한 일본 특유의 입헌주의가 되었고, 이것은 서양 입헌주

의의 측면에서는 ‘외견적’ 입헌주의라고 할 수 있다.189  

한편 프로이센의 헌법이론을 계수하여 조세의무설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세법률

주의는 의회의 재정감독권 행사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에 있어서는 

여전히 ‘납세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메이지 헌법이 군국주의적이었던 프로이센의 헌법이론을 계

수했을 뿐만 아니라 천황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일본 특유의 국체를 유지하려고 했

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신민의 소유권 또는 재산권은 신민으로서 가지는 제

한적 권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재산권 침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이토는 “…단지 신민은 이 

헌법의 효력에 의해, 법률에 대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라

고 190  하면서, 소유권에 대해서도 “소유권은 국가공권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권에 복종하고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191 하여 기본권의 실정

권성을 강조하였다. 즉 신민이 가지는 소유권은 천황이 하사한 헌법 하에 가질 수 

있는 권리일 뿐이며 천부인권적인 권리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 파

악하였던 것이다.192 메이지 헌법 하의 조세법률주의는 신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한계 설정의 의미보다는 납세의 의무 이행을 위한 규칙 설정의 의미를 더 내포하

는 것으로 보인다. 

                                                
189 김창록, 앞의 논문(주 188), 96면. 
190 김창록, 앞의 논문(주 159), 27면. 
191 카이 미치타로(甲斐道太郞) 외 저, 강금실 역, 『소유권 사상의 역사』, 돌베개, 1984, 202
면. 
192 김성욱, “메이지시대의 소유권 사상에 관한 연구 - 독일 및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중심
으로”, 법학논고 제 31 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321 면. 또한 프랑스 민법은 독일 
민법 제 1 초안과 더불어 메이지 민법 초안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프랑스 헌법상의 신성
불가침적인 소유권 사상이 프랑스 민법상에 내재되어 있는 반면 메이지 민법에는 이러한 
성격의 소유권 사상이 그대로 이식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로, 김성욱, 앞의 논문, 
325면,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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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당시 메이지 정부가 특히 의회 개설과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점진적

이고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양에서의 시민권 사상을 그대로 수용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유민권파의 자유민권운동에서는 민선의원 개설로 

인민의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근대 입헌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였던 반

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헌법의 초안자들은 중앙집권적 국가를 안정적으로 건

립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예를 들어 인민의 과세승인권을 인정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II. 일본국 헌법 

 

1. 배경 

 
포츠담선언 수락 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패전국이 되었고, 이후 일본에 미국극동

군사령관이자 연합국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의 지휘 아래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

령부(GHQ SCAP)가 설치되었다. 일본은 GHQ의 지휘 하에 미국에 의한 간접통치

를 받게 되었고 미국이 헌법 개정을 강요하면서 새로운 정당들을 중심으로 개헌작

업이 이루어졌다.193 총사령부를 이끌었던 맥아더는 맥아더 3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것을 기초로 ‘총사령부안’을 작성하고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다. 일본측은 어쩔 수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을 작성하였고 4월 17일 ‘헌법개정초안’

                                                
193 일본국 헌법의 제정 성격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형식상으로는 구법의 개정이라고 되
어 있어도 내용면에서는 새로운 원리에 기초를 둔 신법의 제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
도 있고, 일본국 헌법은 메이지 헌법 제73조의 개정 절차에 따라 천황이 발의하고 제국 의
회에서 심의되었는데 천황이 스스로 지위를 내려놓았지만 메이지 헌법과의 단절 없이 메
이지 헌법상 개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는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浦東
久男,	“日本国憲法の制定過程における租税法律主義に関する条項について”,	税法学 563, 
日本税法学会,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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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표하여 1946 년 10 월 29 일 제국의회에서 가결, 이듬해 5 월 3 일부터 시행

되었다.194 

 

2. 초안의 작성 

 

일본국 헌법은 총사령부측과 일본 정부측이 약 6개월 간의 합의 끝에 만든 초안

을 중의원과 귀족원 양원의 수정 의결을 거쳐 1946 년 5 월 3 일 시행되었다. 여기

서는 제정 과정의 흐름을 따라 납세의 의무 및 조세법률주의 조문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195 

 

(1) 마츠모토안 

 

1) 마츠모토 4원칙 

 

마츠모토 조우지(松本烝治) 국무 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 문제 조사

위원회의 조사 동향 및 그 주요 논점을 언급한 것으로, 이는 정부 측이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것이었다.196 

 

첫째,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하신다는 대원칙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하지 않을 것. 

둘째,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확대할 것. 그 결과로서 종래의 이른바 대권 

사항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 

셋째, 국무대신의 책임을 국무의 전면에 걸치는 것으로 하고, 국무대신 이외의 

                                                
194 김창록, 앞의 논문(주 159), 184-185면. 
195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부록1> 일본국 헌법의 제정 과정 참고. 
196 이하 각 초안의 원문은 “日本国憲法の制定過程における各種草案の要点”,	 衆憲資	 第
１号,	衆議院憲法調査会事務局, 2000, 1면 이하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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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국무에 대해 개재할 여지가 없도록 할 것. 그리고 동시에 국무대신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 

넷째, 인민의 자유, 권리의 보호를 강화할 것. 즉 의회가 관여하지 않은 법규에 

의해 그것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것.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자유와 권리

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 것.197 

 

2) 마츠모토안(이른바 ‘갑안’) 

 

마츠모토가 작성한 사안(私案)을 ‘요강’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 마츠모토 갑안이다. 

사실 마츠모토안은 정식으로 정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헌법문제조사위원회

의 안일 뿐이었고, 그 위원회 또한 관제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초안이 

아니었다.198 

주목할 것은 천황의 통치권에 관한 제 1조인데, 미야자와 갑안, 마츠모토 갑안(헌

법개정 요강), 마츠모토 을안(헌법개정안) A 안~D 안 중에서 D 안을 제외하고는 모

두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규에 따라 이를 행사할 것을 규정하였

다.199 

 

                                                
197 코세키 쇼오이찌 지음, 김창록 옮김, 『일본국 헌법의 탄생』, 뿌리와 이파리, 2010, 88면. 
198 코세키 쇼오이찌 지음, 김창록 옮김, 앞의 책, 100면. 
199 마츠모토 갑안은 미야자와 갑안과 동일하다. 
미야자와 갑안 제 2조 천황은 군주로서 이 헌법의 조규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마츠모토 을안  
A 안(제 1 조) 일본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규에 따라 이를 
행사한다. 
B 안(제 1 조) 일본국의 통치권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규에 따라 이를 
행사한다. 
C안(제 1조) 일본국은 군주국으로 하고 만세일계의 천황을 군주로 한다. 
(제O조) 천황은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규에 따라 이를 행사한다. 
D안(제 1조) 일본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에 군림한다. 
코세키 쇼오이찌 지음, 김창록 옮김, 앞의 책,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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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HQ 초안 내 예산제도200 

 

1) 맥아더 3원칙의 주요 내용 

 

전후 일본은 독일 헌법의 토대 위에 미국의 헌법 및 새로운 독일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201 특히 예산제도에 있어서 맥아더 원사가 책임자로 있었던 GHQ 에서 제

안한 GHQ 헌법 초안을 받아 들였다. 물론 이러한 맥아더의 3 원칙이 일본국 헌법

에 그대로 기본 원칙으로 수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안 작성

의 지도 방침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202 맥아더 3 원칙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천황은 국가의 최고위의 지위에 있다. 

황위는 세습된다. 

천황의 직무 및 권능은 헌법에 기초하여 행사되며,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기

본적 의사에 부응하는 것으로 한다. 

2. 국권의 발동인 전쟁은 폐지한다. 일본은,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

쟁, 나아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도 방기한다. 일본

은 그 방위와 보호를 바야흐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숭고한 이상에 맡긴다. 

일본이 육해공군을 가지는 권능은 장래에도 고려되지 않으며, 교전권이 일본

군에게 부여되지도 않는다. 

3. 일본의 봉건제도는 폐지된다. 귀족의 권리는 황족을 제외하고 현재 생존하는 

                                                
200 맥아더 초안이 나오게 된 배경 역시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지만, 조세 조
항의 조문 및 문언의 검토라는 목적에서 보면 간접적인 영향일 뿐이다. 浦東久男, 앞의 논
문, 65면. 
201 斎藤康輝,	 “法の継受—日本におけるドイツ憲法”,	 朝日法学論集	第 40 号,	 朝日大学, 
2011, 187면. 
202 하세가와 마사야스 지음, 최은봉 옮김, 『일본의 헌법』, 도서출판 소화, 2000, 29-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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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대 이상은 미치지 않는다. 

화족의 지위는 앞으로는 어떤 국민적 또는 시민적 정치권력도 수반하지 않는

다. 

예산의 형태는 영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을 것.203 

 

이 중에서 봉건제도 폐지를 언급한 세 번째 원칙은 신분제와 예산 제도가 탈봉

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예산제도는 영국형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Pattern budget after British system)은 기존에 독일형 모델을 받아들였던 일본의 예

산제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만일 ‘영국의 제도(British system)’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면 영국의 예산 제도는 예산 의정서 비용과 기본 비용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를 일

본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왕권의 법적 성격이 변경될 수도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

지 연결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예산을 통해 의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영국

과 같은 제도를 염두에 두고 의회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기록된 항목이라고 한

다면, 글자 그대로의 영국의 제도(British system)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같이 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를 뜻한다고 선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총사령부안이 메이지 헌법상 국회 예산 의정서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

을 모두 폐지한 것에서 나타난다. 게다가 총사령부의 초안 작업시 휘트니 준장은 

민정국원에 초안을 전달할 때 이 부분은 삭제하였고, 경제 및 재정을 전공한 프랭

크 리조 대위도 재정에 관한 위원회 초안 작성시 영국의 제도를 참고한 흔적은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맥아더 노트 ‘예산의 형태’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편이 나아보인다.204 

 

                                                
203 한국어본은 하세가와 마사야스 지음, 최은봉 옮김, 앞의 책, 29-32면을 참고하였다. 
204 夜久	仁,	“予算と法律との関係:	日本国憲法の予算理論を中心として”,	レファレンス	
1 月号,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12,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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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에 관한 초안 

 

1946년 2월 7일 재정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중간안에서는 재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의 부분이 삭제되고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었다. 
 

1. (신설) 조세를 부과하는 금전을 차입하고, 《공금을 지출하고》 공금의 지출을 

승인하고, 화폐와 지폐를 발행하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국가의 권한은 국회를 

통해 행사되는 것으로 한다.205 

 

3) GHQ 초안 

 

GHQ 는 일본 측이 제출한 헌법개정요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GHQ 초안(맥

아더 초안, 총사령부안)을 일본 측에 교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작성을 요

구했다.206 

 

(전략) 

제 7장 재정 

제 76 조 조세를 부과하는 금전 차입 없이 공금의 지출을 인정 및 화폐와 지폐를 

발행하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권한은 국회를 통해 행사되는 것으로 한다.  

제 77 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의 조세를 변경하려면 국회의 행위에 의

하거나 또는 국회가 정하는 조건에 의한 것을 필요로 한다. 

이 헌법이 공포되는 순간에 있어서 효력을 갖는 일체의 조세는 국회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다. 

제 78 조 예산으로 지출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05 浦東久男, 앞의 논문, 65면. 
206 “日本国憲法の制定過程における各種草案の要点”, 앞의 논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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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해 승인된 것이 아니라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된

다. 

(후략)207 

 

(3) 일본 정부측의 대응 및 수정 과정 

 

1) 3월 2일안 

 

일본 측이 맥아더 초안을 받고 처음으로 작성한 안이 바로 3월 2일 안이다. 

 

(전략) 

  제 7장  회계 

  제 91조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의 조세를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의할 것을 요

한다. 

 제 92조 국채를 발행하거나 예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될 계

약을 할 때 국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후략)208 

 

GHQ 초안에서 제 7장의 제목은 ‘Finance’였으며 외무성의 번역은 ‘재정’으로 되

어 있었지만 일본측의 3월 2일안에서는 메이지 헌법과 같이 ‘회계’라고 하였다. 또

한 GHQ 초안에서 회계의 장이 너무 자세하다고 생각하여 메이지 헌법의 형식을 

모방하여 그 요점만 간결하게 하였다. 

 

                                                
207 浦東久男, 앞의 논문, 67면. 영문을 저자가 번역한 것이다. 
208 浦東久男, 앞의 논문,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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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5일안 

 

3월 4일 축조 심의는 철야로 진행되었고, 조세 관련 조항의 골자가 굳어지기 시

작하였다. 

GHQ 초안 제 76 조는 통화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재정의 장에서는 

지방 재정을 제외한 ‘national finance’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되었다. 

제 77조는 메이지 헌법 제 63조를 답습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회가 정하는 조건’

은 메이지 헌법에는 없는 부분이었다. 대장성에서는 이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

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오히려 관세 상의 보복 조치 등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의회

에 위임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

다. 그 결과 ‘국회가 정하는 조건’부분이 남게 되었고, 이는 현행 일본 헌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조건’이라는 자구로 변경되었다.209 

 

제 80 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의 조세를 변경하려면 국회의 협찬 또는 

국회가 정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이 헌법 시행시 현재 시행중인 조세는 국회가 이를 변경하기에 이를 때

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러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3월 5일안)

을 정리했다. 

 

(전략) 

제 7장  회계 

제 79 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할 

                                                
209 浦東久男, 앞의 논문,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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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한다. 

제 80 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의 조세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협찬 

또는 국회가 정한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이 헌법 시행시 현재 시행중인 조세는 국회가 이를 변경할 때까지는 법

령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후략)210 

 

3)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 요강) 

 

3 월 2 일안을 바탕으로 일본 측과 총사령부 측이 축조 심의를 실시하여 칙어 및 

근화와 함께 3월 6일 내각에서 발표되었다. 

 

(전략) 

제 7 회계 

제 79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의 행사는 국회의 의결에 의거할 것을 요한다. 

제 80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의 조세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협찬 또

는 국회가 정한 조건에 의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제 81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후략)211 

 

요강을 법문화(法文化)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3 월 5일안 및 3월 6

일안에 대한 대장성의 검토를 거쳐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0 浦東久男, 앞의 논문, 71면. 
211 浦東久男, 앞의 논문,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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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 7장의 표제를 ‘회계’에서 ‘재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 80 제 2

항의212 현행의 조세는 ‘국회가 이를 변경할 때까지는 법령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는 부분이 국회 측에만 발안권이 있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는 일본 측

의 제안에 따라 삭제되었다. 

둘째, ‘국민의 국어운동연맹’의 건의로 순화작업을 거친 덕분에 번역투에서 벗어

나게 되었다. 3월 6일 요강과 비교하면, 제 7의 ‘회계’를 ‘재정’으로 변경하였고, 제

80 의 ‘국회의 협찬 또는 국회가 정한 조건’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4) 헌법개정초안 

 

총사령부측과의 협상 후 초안 요강을 보정하여 법문화한 것으로 이 초안이 1946

년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거친 후 제국헌법개정안으로 같은 해 6월 

20 일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이 단계에서 현행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문구가 

만들어졌다. 

 

(중략) 

 제 7장  재정 

 제 79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

야 한다. 

 제 80 조 새로이 조세를 꾀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

하는 조건에 의한 것을 필요로 한다. 

 

                                                
212 조항의 순서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제 80조의 두 번째 문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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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의원의 초안 수정 

 

1946 (쇼와 21) 년 8 월 24 일 제국 헌법 개정안은 중의원에서 수정 의결되었다. 

제 7 장 재정의 장의 조문은 더 이상 수정이 없었고, 이전 초안에는 없었던 현행 

헌법 제 30조의 ‘납세의 의무’ 규정을 수정하여 추가하였다. 이는 제 3장 국민의 권

리와 의무에서 국민의 요구 사항(현행 제 10 조), 국가 배상(현행 제 17 조), 형사 보

상(현행 제 40 조)와 더불어 각 당의 일치된 견해에 근거하여 삽입되었다.213 추가된 

제 30조 ‘납세의 의무’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6) 귀족원의 초안 수정 및 최종안 

 

1946 년(쇼와 21 년) 10 월 6 일, 제국헌법개정안은 상원에서 수정 의결되어 10 월 

7일 회부안이 하원에서 승인되었다. 여기에서는 전문과 공무원의 선거(제 15조), 양

원협의회(제 59조), 내각대신의 자격(제 66조)의 규정이 수정 및 추가되었고, 납세의 

의무 또는 재정에 관한 규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7장 재정 

제 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 의결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 

                                                
213 “日本国憲法の制定過程における各種草案の要点”, 14 면, 21 면; 浦東久男, 앞의 논문,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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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

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 85 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에 의해야 

한다. 

제 86조 내각은 매회계년도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의결

을 거쳐야 한다. 

(후략) 

 

(4) 소결 

 

초안 작업 중 재정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면, 메이지 헌법에도 있던 납세의 의무

가 초안에도 포함되었으나 이는 신민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국민주권주의

에 따라 자기 부과의 원리가 적용된 납세의 의무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조문은 그 형식이나 의미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다만 

장의 제목이 제 6 장 회계에서 제 7 장 재정으로 바뀌었고 그 구성 또한 제 83 조에 

‘재정’의 처리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선언한 후 그 행사의 세부사항을 세입과 지출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제 84 조와 제 85 조에 두었다. 특히 국회에 포괄적 재정통제

권을 부여하여 재정국회중심주의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은 메이지 헌법에

서 의회의 협찬에 예외를 둔 것과 같은 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214  그러한 국회의 재정통제 하에 조세는 법률로, 예산은 의결에 

의하도록 한 것은 영구세주의를 택하면서 의결의 효과가 지속되는 정도에 따라 입

법과 의결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의 협찬’이라는 표현이 헌

법개정초안요강에서 현행 헌법의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할 것을 요한

다’ 부분으로 변경된 유래를 알 수 있었고, ‘조세’의 개념이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

                                                
214 서보건, 앞의 논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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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215 

 

III. 두 헌법에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비교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의 조문은 메이지 헌법과 일본국 헌법 모두에 존재

한다. 

 
 

<메이지 헌법> 

제 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62 조 제 1 항 새로운 조세의 부과와 세율의 변경은 법률로 이를 정하여야 한

다. 

제 63 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에 따라 이를 고치지 않는 한은 기존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 64조 제 1항 국가의 세출과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일본국 헌법> 

제 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83 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 84 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요한다. 

제 85 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려면 국회의 의결에 의거함을 

                                                
215 浦東久男, 앞의 논문,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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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 

제 86조 내각은 매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며,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문의 외형만 보면 두 헌법에 있는 이 조항의 문언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두 헌법의 모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문언에 변화가 없는 것을 두

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연구자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

한다. 하나는 일본국 헌법의 제정 과정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전자는 GHQ 초안의 지

침인 맥아더 3원칙을 중시하여 일본국 헌법의 예산 제도는 메이지 헌법과 달리 영

국의 민주적인 예산 제도에 근거하였으므로 두 조문의 의미 역시 민주주의에 근거

하여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한다.216 ‘민주적’이라는 의미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

민의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조세도 당연히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이 국가에 조세를 제공하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제도에 의한다면, 영국은 지출의 목적을 먼저 검토한 후 지출예상견적인 예산에 따

라 과세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므로 조세법은 지출법을 전제로 제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217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일본국 헌법이 

국민주권 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조세의 경우도 자기 부과의 원리에 기반하여 

국민의 대표가 스스로 결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218 결국 어느 관점을 취

하더라도 일본국 헌법은 메이지 헌법에 비하여 민주주의에 근거한 조세관에 입각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조문의 체계 면에서 일본국 헌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국 헌법은 메

이지 헌법에서와 달리 재정의 장의 첫 조문인 제 83 조에서 ‘국가의 재정을 처리하

                                                
216 安澤喜一郎, 앞의 논문(주 170), 131-132면. 
217 安澤喜一郎, 앞의 논문(주 170), 131-132면. 
218 北野弘久, 『税法学原論〔第六版〕』，青林書院,  2007, 77-78면, 83-84면,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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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한은 국회 의결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고 하여 재정에 관한 권한이 국회

에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규정 하에 국가

수입으로서의 조세는 법률로, 예산이나 채무 부담과 같은 지출은 의결에 의하는 것

으로 하여 의회의 동의 효과가 지속되는 정도에 따라219 지출과 수입의 동의 방법

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영구세주의를 취함

에 따라 이러한 조문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결론적으로 조세를 ‘법률’에 

의한다는 것은 국민대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민주적 의미도 있지만 기술적

인 면에서 동의의 방법으로서 ‘법률’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세제도의 개편이 조세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

하였다. 메이지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아닌 천황에 대한 의무

라는 개념이 유지되었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대로 납

세하는 이른바 ‘부과과세제도’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GHQ 헌법 초안을 수용

하면서 조세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즉 일방적 과세 형태에서 벗어나 오늘날 소득세, 

법인세 등에 납부형태의 근간이 되는 ‘신고납세제도’가 채택된 것이다. 물론 메이

지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일본국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는 그 문구에 큰 변화는 없

었지만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조문이 담고 있는 의미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다

시 말해 신고납세제도의 확립이 납세자의 동의에 근거하는 국민주권주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220 

 

IV. 소결 

 

19 세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근대국가로의 첫 걸음을 시작하였고, 

                                                
219 예산의 경우 1 년 마다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조세의 경우에는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는 그 효과가 계속되는 영구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220 山下学, 앞의 논문, 2010, 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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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군주주권의 색채가 강한 프로이센 헌법을 모델로 삼고 천황을 기축으

로 하여 흠정헌법인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였다. 일본국민을 신민으로 보고, 의회는 

천황을 보좌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에 대한 동의권(협찬)을 보유하지만 최종적인 

입법권은 천황에게 유보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근대적 조세국가의 조건으로

서 국민주권주의나 의회의 국민대표성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주체를 신민으로 규정한 제 21 조 납세의 의무는 물론이고 외견상 재정민주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제 62 조 조세법률주의 조문 또한 메이지 헌법이 추구하는 입헌

군주정체 속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기반한 자기 부과의 원리가 실현될 수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일본국 헌법의 제정으로 개선되었다. 국민주권주의 하에 천황을 법

률에 구속되는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천황의 지위가 낮아진 반면 국민의 자유

와 권리는 반비례 곡선을 그리며 메이지 헌법에서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국회가 입

법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양원 모두 선출직으로 규정되면서 비로소 의회가 국

민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도 자기 부과의 원리라는 민주주의적인 

면을 내포하게 되었다. 또한 영구세주의를 취하게 되면서 조세를 법률로 정하는 것

은 민주적 의미와 함께 동의의 방법으로 법률을 채택했다는 기술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４장 우리 헌법에서의 조세법률주의 수용 

 

I. 제헌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성립 과정 

 

1. 대한제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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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신정변 정령 14조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가 발표한 정령(政令) 14조는 새로운 헌법질서

에 대한 그들의 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패한 쿠데타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이로써 우리나라의 입헌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221 

메이지 유신 시기 일본의 헌법문서와 외형적인 유사성을 띠는 것으로 보아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적 상황에 맞게 청으로부터의 독립, 인민평등권 주장 

등 근대적인 정신을 담아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특히 재정 및 군사개혁 등에 

관한 조항의 비중이 높은데, 14개 조항 중 총 4개 조항이 재정개혁의 내용을 규정

하였다. 지조법과 환곡(제 3조, 제 6조) 체계 개혁, 혜상공국 혁파(제 9조) 및 호조로

의 재정 일원화(제 12 조)를 통해 근대적 예산 제도를 확립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재정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었고 민주적인 의미가 담긴 개혁방안은 아니었다. 재정부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치나 경제 체제를 ‘정비’하여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다

는 점에서 기존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아닌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2) 갑오개혁과 홍범 14조 

 

1894 년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개화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갑오개혁을 단행하

였고 이듬해 1 월 7 일 근대화 개혁의 내용을 담은 홍범 14 조를 제정하였다. 헌법

학계에서는 갑오개혁을 근대사의 기점으로 보고, 홍범 14 조를 일종의 흠정헌법으

로서 한국 입헌주의의 시작점으로 본다.222  

                                                
221 신우철, 『비교헌법사: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008, 58면. 
222 김도균, 최병조, 최종고, 『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278
면; 이정훈, “명치흠정헌법의 성립과 한국개화파의 추종”, 법철학연구 제 15권 제 2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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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 14 조는 자주독립, 근대적 정치제도, 행정, 사법, 재정 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조세를 비롯한 재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조문에 규정하였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의 관할에 속한다.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관부(官府)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223 

 

이 중에서 6 조는 근대적인 조세법률주의를 밝힌 것이고, 7 조는 정령 14 조와 마

찬가지로 재정의 일원화를 통해 지방행정관의 폐해를 없애려고 하였다. 또한 8 조

와 9 조는 4 조224와 더불어 왕실재정과 정부재정을 분리시켜 근대적 재정제도를 확

립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적 조세법률주의의 조문화를 비롯한 이러한 재정개혁은 세수 확보와 

더불어 지방관의 권력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는225 점에서 혁명 등으로 표현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서양의 입헌정체 하에서 도

입된 조세법률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94 년 지세의 금납화의 

시행과 더불어 조세제도의 진전이 있었지만, 징세기관을 중앙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지방관과 향리의 반발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226 

 

                                                
법철학회, 2012, 29면; 신우철, 앞의 책(주 221), 62-63면. 
223 민경식, “홍범 14조”, 중앙법학 제 9집 제 2호, 중앙법학회, 2007, 69면. 
224 4. 왕실의 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225 홍범 14 조는 이노우에의 ‘내정개혁요목’을 취사, 정리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는데, 그 요목에서는 지방관의 병권, 징세권 등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에서 총괄 및 감
독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우철,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비교연구 -우리 "
법원조직" 법제의 초기 형성-“, 법조 56권 9호, 법조협회, 2007, 96-97면(각주 44). 
226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Vol.1』, 한국조세연구원, 2012, 108-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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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법(1895.3.30) 

 

갑오개혁과 홍범 14 조가 시도했던 재정의 근대화 노력은 1895 년 ‘회계법’의 제

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뒤이어 칙령 제 71 호 ‘수입조규’와 칙령 제 72 호 ‘지출조

규’가 공포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근대적인 예산제도가 확립되었다. 

‘회계법’은 제 1 조에서 “조세의 새로운 부과와 세율의 변환은 일체 법률로써 정

한다”고 규정하여 홍범 14 조에서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명문화하였고, 정

부의 세입과 세출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는 예산 단연도의 원칙을 채택하였다(제 2

조). 또한 예산, 결산 및 국채 기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각의를 거쳐 재가를 얻도록 하였다(제 4조). 이는 우리나라 재정제도의 역사

상 획기적인 개혁조치로 평가되며 한일합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골격을 유지하

였다.227 그러나 홍범 14 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는 근대 입헌주의국가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형태의 진정한 조세법률주의와는 차이가 있었다.228 

 

2.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기에서의 조세국가의 형성 

 

(1) 실정법 제정 

 

  1910 년 한일합방 전부터 사회에서는 근대 국가로의 변화 양상이 보였다. 신문

에서는 서구의 입헌정치나 군민공치에 대하여 소개하고 일본에서 유학한 학자들의 

헌법학, 경제학 등의 학술서적이 발간되면서 일본의 근대 입헌주의 사상이 전파되

고 있었다. 229  사회경제 구조 역시 농업의존도가 줄어들고 점차 상업이 발달한 시

                                                
227 차병권, 『일제하 조선의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998, 18면. 
228 문점식, 『역사 속 세금 이야기』, 세경사, 2012, 37-41면; 박기영, 『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
정』, 대자, 2012, 83면. 
229 김효전, “근대한국에 있어서 일본헌법이론의 배경”, 동아법학 제 38호, 동아대학교 법학
연구소,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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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본주의 구조로 변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이러한 근대 사

회로의 전환은 근대적 요소를 갖춘 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 조세

제도의 면에서도 신분제가 폐지되고, 토지나 인신에 집중되었던 조세가 소득 및 자

본 과세와 소비세로 전환되었으며, 공평과세의 원칙을 추구하는 등 근대적 조세제

도의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특수성은 근대적 세제로서의 원

초적 한계를 가져다 주었다. 그 중에서도 과세가 시민에 의한 과세동의권에 근거하

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당시 의회제가 도입되었던 일본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입법, 사법, 행정의 전 부분을 장악한 총독에 

의해 세입과 세출이 결정되고 있었다. 이는 1910년 9월 제정되었던 조선총독부 특

별회계규칙의 세출과 세입에 관한 사항은 총독부가 공포하는 칙령에 의한다는 제 2

조의 규정에서 알 수 있다.230 또한 식민지로서의 조선은 일제의 재정 확보를 위한 

수탈 대상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세금이 납세의무자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 서구 

절대주의시대에 신분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과세한 것은 특정 계급만의 동의에 의

하기는 했지만 납세의무자와 과세동의권자 간에 일부 일치라도 있었던 반면에, 식

민지 조선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과세동의권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

서 조세행정의 측면에서는 근대화가 진행되었지만, 입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적 조세국가로의 발전은 아니었다. 

 

(2) 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조세법률주의 성립 

 

해방 후 제헌헌법 초안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고, 두 헌법안, 즉 행정연구회 인사

                                                
230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1910.9) 
제 1 조 조선총독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고, 세출은 세입과 일반회계 보충금으로 충당한
다. 
제 2조 전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칙령으로 정한다. 
박기영, 앞의 책, 2012,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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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유진오가 함께 작성한 ‘유진오· 행정연구회 합작안’과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

편찬위원회가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인 일명 ‘권승렬안’이 

제헌헌법의 주된 토대가 된 초안이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헌

법안에는 주로 ‘합작안’의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231  따라서 유진오가 가장 무

게 있는 헌법초안 작성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가 썼는가’보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주목하면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인물, 조소앙, 

이승만, 신익희, 유진오가 헌법의 체제와 정신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232 이러한 

점을 전제로 제헌헌법에서 재정 부분에 집중하여 그 연원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조문의 형성 과정을 되짚어 

보기 위해 제헌헌법이 기초로 삼았던 헌법 초안과 그 초안의 작성에 영향을 미친 

일본, 독일, 중국 등의 외국 헌법 문서를 검토해본다. 헌법 초안은 좌파 계열의 헌

법 구상인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 중간파의 대한민국임시헌법(1946), 조선

임시약헌(1947), 우파 계열의 초안이었던 권승렬안(1948), 유진오 헌법 제 1 회 초고

(1948), 유진오가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초안(1948.5), 제

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제 3독회 심의안(1948.6)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표 1>에서와 같이 해방 전에 작성된 대부분의 헌법 문서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다.  

 

 

                                                
231 이영록, “미군정기 및 제헌기의 한국헌정사; ‘권승렬안’에 과한 연구”, 법과 사회 24 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3, 135면. 
232 황승흠,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신익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 30권 제 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377-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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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문서 관련 규정 

임시헌장(1919)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제 6조) 

임시헌법(1919)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야 우별각항의 의무를 유함 1, 납
세의 의무 2, 병역에 복하는 의무 3. 보통교육을 수하는 의무(제
10조) 

한국임시헌법(1923) 
한국국민은 독립운동을 위하야 생명과 재산을 공헌함 한국국민은 
국민대표회의에서 공결된 일체사항을 절대 준수함 일체의 반독립
운동자는 엄정히 제재함(제 1조) 

임시헌법(1925) 광복운동자는 법령을 존행하며 재정을 부담하며 병역에 복하며 
징발에 응하는 의무를 유함(제 27조) 

임시약헌(1927) 
[임시약헌(1940)] 

제 4조[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조국을 광복하며 사회를 
개혁하며 약헌과 법령을 수하며 병역에 복하며 조세를 납하는 
일체의무를 짐 
건국 4. (마)에서 ‘인민은 법률을 직히며 납세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보위하며 사회를 시역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대한민국임시헌장

(1944) 
국세를 납입하는 의무(제 6조) 

<표 2> 해방 전 헌법 문서의 납세의 의무 규정 
 

이 규정은 헌법 초안들에서도 초안자의 이념적 성향에 관계 없이 거의 모든 초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헌법 초안의 토대가 되었던 메이지 헌법과 중국 헌법초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 의무 규정은 다양한 헌법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러 근대국가의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헌법 문서 및 초안 작성자들은 초안의 바탕이 된 근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납세의 의무를 근대 헌법 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 생각하

였다는 설명이 더 타당해보인다. 

 

헌법 초안 관련 규정 

행정연구위원회 헌 국민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유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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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초안(한국헌

법)(1946) 

64조) 

대한민국임시헌법

(1946.3) 

대한민국 국민은 좌기각항의 의무에 복종함 2. 법률의(이,에) 정

한(하는) 바에 의한 납세의 의무 (임시헌법, 제 10조) 

조선민주공화국임시

약법(1946) 
제 19조 조선 인민은 법률에 의하야 납세의 의무를 부함.233 

우돌(Woodall)초안 
(The Constitution of  

Korea[1946]) 
없음 

조선임시약헌

(1947.8.6) 

(조선)국민은 좌기각항의 의무에 복종함 2. 법률의(이,에) 정한(하

는) 바에 의한 납세의 의무 (임시약헌, 제 9조) 

미군정청 사법부 법

전편찬위원회가 제

헌국회 헌법기초위

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일명 권승렬

안)(1948.1) 

제 30조 국민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야 납세의 의무가 있다. 

유진오 헌법 제 1회 

초고(1948.4) 

제 29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납세의 의무를 

진다.234 

유진오가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

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1948.5) 

제 28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납세의 의무를 

진다.235 

제헌국회 헌법기초

위원회 제 3독회 심

제 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33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45. 
234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148. 
235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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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1948.6) 

제헌국회의  

대한민국헌법 

제 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표 3> 해방기 헌법 초안의 납세의 의무 규정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미군정청 사법부장인 우돌(Woodall)에 의해서 

작성된 ‘The Constitution of  Korea’ 초안만 유일하게 납세의 의무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유와 권리를 열거한 제 1 조가 대부분 미국 수정헌법 

제 1조, 제 4조, 제 6조, 제 9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았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혁명의 자유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의무 조항을 규범화하

지 않은 미국 헌법의 기조가 초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36 

 

2)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규정은 우돌(Woodall) 초안을 비롯하여 모든 헌법 초안에서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절 작성된 헌법 문서인 1919 년 <대한민국임시헌장

(이하 임시헌장)>과 1941년 건국강령에는 이러한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헌법 문서 관련 규정 

임시헌장(1919) 없음 

임시헌법(1919) 
조세를 신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할시난 법률로써 이를 정함(제 48
조) 

임시헌법(1925)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써 정함(제 29조) 

임시약헌(1927) 
[임시약헌(1940)]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 정함(제 46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 정함(제 38조) 

건국강령(1941) 없음 

                                                
236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앞의 책, 104면;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6, 10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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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헌장

(1944)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 정함(제 57조) 

<표 4> 해방 전 헌법 문서상 조세법률주의 규정 

 

먼저 <임시헌장(1919.4.11)>은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문서로 3.1 운동 직후에 곧

바로 만들어진 탓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범 

14조>와 <대한국국제>, <한성정부약법>,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 헌법)> 등을 참

고하여 만들었는데, 홍범 14 조, 대한국국제, 메이지 헌법은 군주국을 전제로 한 것

이어서 민주공화국을 지향했던 임시정부에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237 조문의 구성도 선포문과 10 개조의 규정만을 두어 필수적인 사항만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의회와 관련하여서는 제 2 조(“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이를 통치함”)에서 임시의정원의 의결권을 유보시키고 

있지만, 제 10 조에서 영토 회복 후 국회 소집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시대 상황 상 의회의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으로 여겨

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 세부적인 사항에 속하는 조세법률주의 규정이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건국강령(1941)은 조소앙의 헌법사상이 압축적으로 담긴 헌법 문서이다. 주로 강

유위의 대동사상과 손중산의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제주의, 균등주의에 입각한 

헌법을 작성하였다. 임시정부가 의정(議政)을 중시하여 회의체 기관에 독립운동 세

력의 역량을 집중시키려고 한 것이 임시정부 헌법문서에 의회 우위적 요소로 등장

한 것처럼, 건국강령(1941)도 복국기에 임시의정원을 설립할 것을 예정해두었다(복

국 1.)238 조소앙은 “나는 의정원(議政院)의 창립자로 분주”했다고 표현했을 만큼 근

대 의회정치를 실현시키고자 했는데,239 서양 근대 헌법사에서 의회의 등장과 관련

                                                
237 신우철, 앞의 책(주 221), 294면. 
238 신우철, 앞의 책(주 221), 518면. 
239 신우철, “임시정부기·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법학논문집 제 41 집 제 1
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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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깊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조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점으로 남는다. 

 

헌법 초안 관련 규정 

대한민국임시헌법

(1946.3) 
조선임시약헌

(1947.8.6) 

조세의 종목 및 세율은 법률로써 (이를) 정함(임시헌법, 제 72조) 

(임시약헌, 제 50조) 

조선민주공화국임시

약법(1946) 

제 8장 재정  
제 92조 국가 각급기관의 재정 수지계통 회계는 법률로써 제정

함. 제 94조 국세는 법률의 제정함에 의하고 지방세는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어 부과할수 있음.240 

우돌(Woodall)초안 
(The Constitution of  

Korea[1946]) 

The government shall not: …Tax the people inequitably or except 
according to law. Taxes shall be levied uniformly according to 
reasonable classifications. (제 2조)241 

미군정청 사법부 법

전편찬위원회가 제

헌국회 헌법기초위

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일명 권승렬

안)(1948.1) 

제 6장 재정  

제 99조 국가의 재정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야 처리된다. 제 100

조 조세의 종목과 과세(원문에 첨부된 정오표에는 ‘과세’가 ‘부과’

로 교정되어 있다.) 및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유진오 헌법 제 1회 

초고(1948.4) 

제 7장 재정  

제 76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77조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매회계연도마다 내각이 예산

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242 

유진오가 미군정청 제 7장 재정  

                                                
240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앞의 책, 55면. 
241 정부는: 불공평하게 과세하거나 법에 따르지 않고 과세할 수 없다. 세금은 합리적인 분
류에 의해 균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앞의 책, 106면. 
242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앞의 책, 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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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법전편찬위

원회에 제출한 헌법

초안(1948.5) 

제 102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헌국회 헌법기초

위원회 제 3독회 심

의안(1948.6) 

제 7장 재정  

제 92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헌국회의  

대한민국헌법 

제 7장 재정  

제 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표 5> 해방기 헌법 초안의 조세법률주의 규정 

 

한편 헌법기초위원회의 주축안의 토대가 되었던 행정연구위원회 헌법초안에는 

유진오와 이승만 못지않게 신익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연구위원회 

헌법초안은 주로 바이마르헌법과 중화민국헌법초안(1936)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제 7 장 재정의 장은 중국의 헌법문서보다 메이지 헌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데, 이는 일제 치하의 보성법률상업학교에서 ‘재정학’을 강의했던 신익희가 메이지 

헌법을 본떠 초안을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243 

 

3. 제헌헌법 제정 과정 중 조세법률주의 

 

제헌헌법의 기초는 신익희, 김병로, 이인, 권승렬, 미군정고문 퍼글러(Charles 

Pergler)가 참여한 남조선과도정부 법전기초위원회, 공법학자 유진오가 담당하였고, 

제헌국회에는 이승만, 신익희의 세력, 김성수, 서상일의 친일지주세력, 임시정부 관

련인사들이 헌법제정에 참여하였다.244  의회의 입법권이나 재정권, 감찰권 등의 배

                                                
243 신우철, 앞의 책(주 221), 487면; 신우철, “중국의 제헌운동이 상해 임시정부 헌법제정에 
미친 영향: 임시헌장(1919.4.11)과 임시헌법(1919.9.11)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 29 호, 
한국법사학회, 2004, 43면. 
244 신우철, 『비교헌법사론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형성과 전개』, 법문사, 2013,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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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나 대통령과 의회 등 국가기관 간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들이 오

고 갔지만, 납세의 의무(제 28 조)와 조세법률주의(제 89 조)에 대하여서는 크게 논의 

되지 않았고 해당 조문은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다만 예산안의 국회 의결(제 90조)

와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시간 확보를 위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조정

해달라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뿐이었다. 제헌회의의 회의록 중 납세의 의무와 조

세법률주의를 제정할 당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245 

 

[제 2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의장(이승만)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합니다. 

 

[제 8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신익희)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 90 조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회계연도마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연한을 정하

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수 없다.] 

서상일의원 여기의 수정안은 진헌식의원외 44 인, 조양범의원외 10 인의 두가지

입니다. 동헌식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식의원 수정안 원문에 있어서는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시간계

속상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간단한 이유만 말씀드리겠읍니다. 90 조를 수정

한 이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매년 12 월 국회

개회초에 하게 하여 국회가 예산을 충분히 심의할 시간을 주게 한데 있읍니다. 

                                                
245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헌정사자료 제 1 집 헌법제정회의록(제정의회)』, 대한민국 국회
도서관, 동아출판사 공무부, 1967, 537면, 622-6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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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신익희) 시방 수정동의제출자로서 설명하였읍니다.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바로 표결에 붙입니다. 

(거수표결) 

재석원수 137인, 가 87인, 부 10인, 과반수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90 조 수정안을 우리는 통과했지만 이 원조 원문 각항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

까?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한편 유진오의 ‘헌법해의’에 의하면 납세의 의무는 교육 및 병역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3 대 의무로서 재산을 국유화하였던 소련의 헌법에 납세의 의무 규정이 없

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요한 의무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제 90

조의 조세법률주의 규정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원칙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보지만 

의회제도의 역사를 고려해볼 때 아직 국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로서 타국 헌법

의 예에 따라 규정하였다고 한다. 특히 ‘1 년세주의’가 아닌 ‘영구세주의’를 선언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의 내

용적 · 형식적 의미 모두를 담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246 

 

4. 현대 국가의 조세법률주의 

 

우리 헌법이 일본을 통해 계수 받은 프로이센의 조세법률주의는, 1919 년 바이마

르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공적 부담을 능력에 비

                                                
246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0, 68-69면, 189-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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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하여 균등하게 분담한다.”(제 134 조) 247라고 하는 ‘과세의 법률적합성 원칙(Der 

Grundsatz der Gesetzmäßigkeit der Besteuerung)’으로 존재하였고248, 이 시기부터 형

식적 법치국가원리가 적용되면서 조세법률주의의 하위원리인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가 점차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49  이후 제정된 독일기본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언의 조항이 빠졌지만, 조세법은 침해법(Eingriffsrecht)적 성격을 지니

고 있어 조세법에 의한 침해는 법률에 근거를 두었을 경우에만 적법한 것으로 인

정되므로 여전히 과세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법의 입법 

· 사법 · 행정은 제 20 조 제 3 항250의 법치국가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251 

조세법률주의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더라도 충분히 규율되고 있다. 252  한

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전히 조세법률주의에 해당하는 조문을 헌법에 두고 있지

만, 그 존재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

체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 59 조의 규범성을 그대로 인정하여 세법 영역에서

                                                
247 Art. 134  Alle Staatsbürger ohne Unterschied tragen im Verhältnis ihrer Mittel zu allen 
öffentlichen Lasten nach Maßgabe der Gesetze bei. 
응능과세원칙을 표현한 제134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부담을 분담한다는 부
분에서 ‘과세의 법률적합성’을 나타낸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어 원문은 
http://www.documentarchiv.de/wr/wrv.html, 한국어 번역본은 송석윤, 앞의 책, 353면 이
하. 
248 Dieter Birk, Marc Desens, Henning Tappe, Steuerrecht, C.F. Müller GmbH, 2014, 50면; 
Klaus Tipke, 앞의 책, 71면. 
249 황남석, 앞의 논문, 157-158면. 
250 Art.20 (3) Die Gesetzgebung ist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sind an Gesetz und Recht gebunden. 
제20조 제3항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독일어 원문은 https://www.bundestag.de/grundgesetz, 한국어 번역본은 
https://ri.ccourt.go.kr/cckri/cri/world/selectLawList.do를 참고하였다. 
251 특히 행정의 법적 구속은 조세행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침해를 방지한다. Dieter Birk, 
앞의 책, 50면. 
252 Dieter Birk, 앞의 책,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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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치주의로서 그 하위원리를 도출하고 있으며 253 , 판례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세법 조문에서의 법치주의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제 59 조를 적용하고 있다.254 반

면 조세법률주의가 우리 헌법의 내용인 이상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당위

로서의 조세법률주의는 찾지 못했으며 조세법률주의를 “세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라는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내용을 담게 될 것을 경계하여 조세법률주의 대신 

법치주의에 근거하는 것이 논의를 분명하게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255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를 법치주의의 조세 부과 및 징수 측면에서 표현한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원리로 보고 있지만,256 국민주권

주의 및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라 조세에 있어서는 자기부과원리가 적용되므로 헌

법 기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세법률주의는 당연한 작동 원리이며, 일본국 헌

법 제 84 조와 제 30 조를 헌법상 확인적 규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

                                                
253 제59조는 실정헌법적 근거로서 조세에 있어서 종목과 세율을 국회가 입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로, 김철수, 앞의 책, 1418면; 성낙인, 앞의 책, 476면; 정종
섭, 앞의 책, 1076-1077면, 납세의 의무(제38조)에 근거하여 국회의 의결, 즉 국민의 승낙 
없이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적 조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조세
법률주의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로 이태로•한만수, 앞의 책, 21면, 조세법률주의
는 국회 과세권의 법치주의적 헌법원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견해로, 강경근, “과세권과 조세
법률주의”, 고시계 제47권 제3호, 고시계사, 2002, 31면, 조세법률주의는 법치주의가 조세법
률관계에서 특별한 영역을 형성한 것으로서 일반 행정법규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와는 그 
기능과 역할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임승순, 앞의 책, 28면
(각주 1);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자주권”의 표현이라는 견해로, 정영화, “헌법 제59조”, 『헌
법주석서 III(제2판)』, 법제처, 2010, 266면. 
254 헌재 1994.7.29. 92헌바49등; 헌재 1995.11.30. 93헌바32; 헌재 2000.6.29. 98헌바92; 헌
재 2002.8.29. 2000헌바50등. 
255 이창희, 앞의 책, 12면; 20-21면. 이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라는 용어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용어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므로 그 용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견해로, 이동식,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소견”, 『세법적 관점
에서 본 조세법률주의의 재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12, 47면. 
256 金子 宏, 앞의 책, 78-80면; 品川芳宣, 『租税法律主義と税務通達』, ぎょうせい，2004, 10
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시되므로 조세법률주의는 
죄형법정주의와 같이 더욱 엄격한 법치주의를 담아야 한다는 견해로 水野忠恒, 『租税法』, 
有斐閣, 20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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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7 그 밖에 미국 헌법 제 1 조 제 8 항, 프랑스 헌법 제 34 조, 러시아 헌법 제 57

조, 이탈리아 헌법 제 23 조, 스페인 헌법 제 133 조, 벨기에 헌법 제 170 조, 룩셈부

르크 헌법 제 99조 제 1항, 네덜란드 헌법 제 104조, 오스트리아 재정-헌법(Finanz-

Verfassungsgesetz) 제 5 조에서도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세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두

고 있다. 

국가 조문 

미국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국의 채무를 변제하고, 공동방위

와 일반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징수한

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합중국 전역을 통하여 통일적이어

야 한다. (후략) 

프랑스 

제34조 ① 법률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중략) 

＊ 모든 조세의 과세기준, 세율, 징수방식 화폐의 발행. 

(중략) 

재정법은 조직법에서 정한 요건과 유보에 따라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정한다. 

(후략) 

러시아 

제57조 모든 국민은 법에 규정된 세금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

세자의 부담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조세를 규정한 법률은 소급효가 없

다. 

이탈리아 
제23조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개인적 또는 재정적 성격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스페인 

제133조 ① 주된 과세 권한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가진다. 

② 자치주 및 지방공공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재정상의 혜택은 법률에 의하

여 규정되어야 한다. 

                                                
257 山下学, 앞의 논문, 393-400면; 松沢智, 『租税法の基本原理』, 中央経済社, 1983, 5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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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청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정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벨기에 

제170조 ① 국가의 모든 조세는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체 또는 지역의 모든 조세는 연방법률 또는 제134조에 정한 

규칙에 의하여서만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첫번째 단락에 정한 조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는 법률

로 정한다. 

③ 주는 주의회의 의결에 의하여서만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부과한

다. 

첫번째 단락에 정한 조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는 법률

로 정한다. 첫번째 단락에 정한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률로 폐지

할 수 있다. 

④ 특별시 자치구, 자치도시 연합 및 자치도시들은 당해 의회의 의결

에 의하여서만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부과한다. 

첫번째 단락에 정한 조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는 법률

로 정한다. 

룩셈부르크 제 99조 국가에 이익이 되는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한다. (후략) 

네덜란드 
제104조 국세는 법률에 따라 부과한다. 그 외에 국가가 부과하는 부

과금들은 법률로 정한다. 

오스트리아 
제5조 제7조 제5항 및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적 부담은 법률에 의해

서만 부과할 수 있다. 

<표 6> 주요국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관련 조항258 

 

조세법률주의는 역사적으로는 군주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과세권을 배제하고 

과도한 징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 대표의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

에서 발전되어 왔지만,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가 확립

                                                
258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헌법은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I, II』,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을 참조. 오스트리아 헌법 

독일어 원문은 https://www.jusline.at/gesetz/f-vg/paragraf/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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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현대 국가에서는 군주의 과세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지

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정할 것을 나타내는 법치주의로서의 

의미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는 행정입법의 위험성을 경계하여 

이를 특히 규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입법자들의 공감이 있었을지라도 조세법률

주의가 조문으로서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

다고 생각된다. 

 

II. 소결 

 

대한제국기의 갑신정변과 홍범 14 조에서는 근대국가로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다. 하위법령인 회계법에서도 홍범 14 조의 조

세법률주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국민주권의 원칙이

나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

방세력을 억제하여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군주제를 바

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도 납세자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군주의 과

세고권으로 이해되었을 것이므로 근대적 조세국가에서의 조세법률주의 규정이라고 

하기는 힘들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특별회계규칙을 마련하고 세제를 정비하는 등 근대 조세국가로

서의 골격은 갖추어졌지만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수탈의 대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의 국민은 과세동의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 

3.1운동 이후 임시헌장(1919)을 시작으로 하여 근대 헌법 제정을 위한 여러 헌법 

문서들이 만들어졌고, 해방 후 유진오, 신익희, 이승만 등을 주축으로 하여 1948년 

건국헌법이 제정되었다. 제헌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근대적 조세국가

로서의 헌법적 기틀이 형성된 과정은 국가기관의 구성을 정하고 기관 간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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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하는 일이나 기본권의 내용을 설정하는 일259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았다. 납세의 의무는 메이지 헌법과 중국 헌법 문서를 비롯하여 우리 헌법 문서

에도 이념적 성향을 불문하고 모두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미군정청에서 만든 우돌

(Woodall) 초안에만 빠져있었는데, 이는 의무 규정이 자유를 제한하리라고 생각했

던 미국 헌법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보인다. 이에 반해 조세법률주의는 해방 이후 

만들어진 헌법 초안에는 모두 규정되어 있었는데 헌법 문서 중 임시헌장(1919)과 

건국강령(1941)에는 그 규정이 없었다. 임시헌장(1919)은 급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탓에 의회의 권한에 대한 조항을 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건국강령을 만

든 조소앙이 의회정치를 지향했음에도 서양 의회제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법률주의 조항을 넣지 못한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이후 두 조문은 제헌국회에

서 이견 없이 통과됨으로써 제헌헌법의 일부가 되었고, 편제가 바뀌는 등의 개정은 

있었지만 조문의 내용은 유지한 채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왔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 국가 중 일부에서는 조세에 관련된 사항을 조세법률주의 조문 없이 

법치주의로 규율하게 되면서, 아직 이 조문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 조세법률주의

가 세법 영역의 법치주의로서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요컨대 제헌헌법은 바이마르 헌법, 중국 헌법, 메이지 헌법 등 동서양 근대 헌법

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조세법률주의를 비롯한 재정 부분은 메이지 헌법의 영향

이 주요했고 이는 일제 치하에서 재정학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신익희가 작성한 

초안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국민들은 일제의 수탈로 삶이 피폐해지

면서 조세저항이 일어났지만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혁명으로 발전할 수

는 없었고 위로부터의 개혁과 법의 계수를 통하여 근대적 조세국가로서의 기틀이 

                                                
259 예를 들어 양원제와 단원제 중 입법부의 구조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제
헌국회회의록에서 압도적인 지면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핵심논제였다. 신우철, 
앞의 책(주 244), 9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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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다. 

 

 

제５장 결론 

 

이 연구는 우리 헌법이 법치주의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제 59 조에 조세

법률주의 조문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조세법률

주의의 성립이 근대적 조세국가의 시작을 의미하고, 근대적 조세국가의 성립 및 발

전이 근대적 입헌국가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조세국가에서 조

세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여러 학자들은 조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

으로 부과· 징수되는 금전적 부담’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강제성과 무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한 특징을 지닌 것은 아니었고 국가의 형태에 

따라 조세의 개념도 변천을 거듭하였다. 고대국가에서 조세는 공공 목적을 위해 시

민들이 기부하고 증여하는 현물 및 재화였고, 정복한 지역에서는 지배의 의미로 세

금을 거두었다. 봉건 국가에서는 봉건적 신분 질서에 따라 농민은 농노로서 영주에

게 노동력과 생산물을 바치고 영주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상호의무와 봉사관계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영주는 군사비에 대한 지원 등 군주의 요청이 있을 시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절대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부르주아지가 성장하면서 기존의 봉건세력은 약해졌고 강력한 중앙정부가 형성되

면서 과세권 또한 국왕에게 집중되었다. 정부의 역할의 확대로 경비 증대가 불가피

해지자 조세는 경상적 수입의 형태로 징수되었고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대가성이

라는 특징은 희미해졌다. 자유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에서는 과도한 징세

로 인한 조세저항이 국왕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고, 특히 프랑스에서

는 혁명으로 번지면서 납세자인 인민 또는 그 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과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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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동의 없이 과세 없다’의 원칙이 성립되었다. 

현행 헌법의 조세법률주의가 우리 헌법의 내용이 된 역사적 연원을 알아보기 위

해 우리 헌법이 계수한 일본의 메이지 헌법과 그 메이지 헌법에 영향을 준 프로이

센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전해진 과정을 추적하였다. 프로이센은 17 세기 중엽 

절대주의 국가가 등장하면서 군사력 강화, 관료제의 실시 등 중앙집권적 통치를 시

작하였고 신분제 폐지와 더불어 시장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하자 19세기 

초 재정, 군사, 농업 면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을 담당했던 슈타인과 하르덴

베르크는 귀족의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하층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인 소비세

를 줄이고 소득세를 도입하였으며 농촌과 도시의 조세제도를 통합하려고 하였다. 

이는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혀 온전히 시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 자유권

에 대한 열망은 3 월 혁명으로 나타났고 1848 년과 1850 년에 근대 헌법이 제정되

었다. 양원 중 제 1 원의 구성이 선거를 거치지 않은 귀족, 최고세액 납부자로 구성

된 선거인단이 선출한 자 등으로 구성되고 3등급 선거제가 부활하면서 1848년 헌

법에서보다 의회제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양원이 입법한 법률에 의하여 조

세 관련 사항이 결정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 조세국가를 향한 헌법적 기틀

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집권적 체제를 마련한 일본은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여 근

대적 입헌국가의 길에 들어섰다. 메이지 헌법에서는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해두었지만 입법권이 천황의 통치권에 속했고 국민은 천황에게 복종하는 신민

이었던 이상 이를 근대 입헌주의 정신이 녹아 든 규정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패전 후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 남고 헌법상 국민주권주

의가 명문화되었다.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조문은 메이지 헌법의 그것과 매

우 유사했지만 정체가 바뀌고 의회가 입법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근대적 

조세국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문 체계에서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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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에 의한다는 일반조항 하에 수입에 관한 조세법률주의 조문은 입법으로, 지출

에 해당하는 예산은 매년 국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납세제도를 시

행하면서 자기 부과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프로이센이나 일본이 헌법보다 조세 행정면에서 개혁이 먼저 이루어

졌던 것과는 달리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그 내용을 담은 홍범 14조가 제정되었고 

재정 확보와 중앙집권화를 위하여 6 조에 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특별회계규칙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일제의 수탈을 정당화하

기위한 조문이었을 뿐 진정한 조세법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해방 후 제헌헌법 

초안에는 납세의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조문이 등장하였다. 납세의 의무가 해방 전 

헌법 문서에서는 모두 등장하였지만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한 우돌(Woodall) 초안

에는 등장하지 않은 반면, 조세법률주의는 헌법 초안에는 모두 있었지만 임시헌장

(1919)과 건국강령(1941)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제헌회의에서는 두 조문 모두 이의 

없이 통과하여 근대적 조세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조세법률주의 조문은 역사적으로 근대 입헌주의의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현재는 법치주의 원칙이 표현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유래 

역시 역사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시대부터 형식적 법치

국가원리가 적용되면서 조세법률주의의 하위원리인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체계가 불완전했고 논의도 산발적이었

지만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 정교한 이론적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독일기본법에서는 조세법률주

의에 상응하는 조문을 두지 않고 과세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법치국가원리에서 찾

은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계속하여 그 조문을 유지하면서 법치국가원리와 조세

법률주의가 병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로이센에서 국가의 대표인 군주와 사회의 

대표인 의회가 대립한 것과 달리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통령 또한 국민대표성을 띠

게 되어 국회는 대통령로부터의 방어수단으로서 과세동의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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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국회는 메이지 헌법에서 의회가 천황을 익찬하는 모습으

로 과세동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연혁상으로는 행정입법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특히 규율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입법자들의 공감이 있었을지라도 현

대 법치국가체제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존재에 대하여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우리 헌법은 독일의 조세관을 수용하여 조세와 예산을 별개로 

보아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영구세주의를 취하고 조세와 예산의 의결방식을 

달리 하여 예산비법률주의를 규정하였는데, 지출 목적과 분리된 이러한 권력주의적 

· 행정중심주의적 조세관은 근대 초기의 조세법률주의가 담으려고 했던 국민주권

주의의 원칙과 멀어지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해지게 하였다. 따라서 예산을 법

률로 규정하는 것 또한 과세의 측면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

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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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본국 헌법의 제정 과정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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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taxation law in the 

Constitutional Tax Law (Article 59). The tax was in the form of  donations of  citizens 

in the ancient state, and in the feudal state it was awarded as the price of  a bilateral 

contract in feudal status relations. In the absolutist state, the king, who has a right to 

tax, was recognized as a unilateral demand, but it became a commodity paid by the 

consent of  the people with the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in the modern state. 

And today, it has become a characteristic of  'coercion and gratitude' as 'the financial 

burden impos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ithout compromise from the people 

for the purpose of  raising funds'. Therefore, the modern tax state is defin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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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nt of  the parliamen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on the basis of  the 

existence of  the obligation of  taxation as a duty of  the people corresponding to the 

rights by national sovereignty. It means the country in which the right to tax exists as 

the limit and basis of  restriction. At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Prussia, the 

complaint about the deprived life became a revolution through the propagation of  the 

idea of  liberty, and since the March Revolutio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was defined in the Constitution of  1848 and 1850. However, the 

absence of  the requirement of  taxation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right to tax 

was considered as the sovereign right of  the monarch under the dualism of  the state 

and society. In Japan, the Meiji Constitution, which mainly counted the Prussian 

Constitution, stipulated the duty of  tax payment and the principle of  the lawfulness of  

taxation. However, the principle could not be realized in the outward state of  

constitutionality in which the Parliament accused the Emperor. In 1946, when the 

Japanese Constitution declared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legislative power was 

conferred to the parliament, only the modern sense of  the principle was established.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tax declaration system' imposed by the taxpayer 's 

declaration allowed the principle of  the lawfulness of  taxation to be practically realized. 

In the late 19th century, Korea was transformed into a modern society, and it was tried 

to strengthen the central government by making monopoly of  taxation, taxation by law, 

unification of  finance, and so 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taxpayer's right 

to taxation did not exist in the case of  Joseon, which had fallen victim to the abduction 

as Japan took control of  the right to consent the taxation. After the Independence, the 

draft of  the Constitution referred to the Meiji Constitution, the Chines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Documents of  the Constitution, the tax oblig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the lawfulness of  taxation began to appear.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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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mainly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Meiji Constitution, passed without 

objection at the constitutional council and became part of  the present Constitution 

after several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t is recognized that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s expressed in the text of  the present the principle of  the lawfulness of  tax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formal legal state principle since the time of  Weimar in 

Germany. However, in the Basic Law of  Germany, the principle of  the lawfulness of  

taxation was found in the principle of  the law of  law, without giving a corresponding 

provision to the taxation law, while Korea and Japan continued to maintain the article. 

Today, however,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have national 

representation, which means the need for the Congress to exercise the right to tax as a 

means of  defense from the President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Therefore, even 

though the legislatures have sympathy for the necessity of  discipline in the history due 

to the danger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 seems that there is room for rethinking the 

existence of  the principle of  the lawfulness of  taxation clause in the modern rule of  law 

system. In addition, Korean Constitution adopts the principle of  German taxation and 

sees the separation of  the tax and the budget, taking the principle of  the permanent 

taxation system, and prescribing the non-budgetary legalism. This weakened the 

financial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regulating the budget as a law 

can also be a way to substantially guarantee national sovereignty in terms of  taxation. 

 

 

Keywords: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Tax State, Steuerbewilli-

gungsrecht, Financial Control, The Right to Tax, The Principle of  the 

Lawfulness o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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