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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에 관

한 해석론과 입법형식을 검토하고, 여기에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관련하

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살펴본 뒤, 그와 같은 개선방안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대입하여 봄으

로써 새로운 개선방안을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으로 삼더라도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오늘날 국가를 막론하고 세금을 원래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것보다 적

게 내거나 적게 내려고 하는 행위 중에 그 해악 자체가 크거나 그러한

해악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필요성이 특히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가하

는 것이 보편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한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경

우에 한하여 이를 조세포탈범이라 칭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

다. 문제는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부정한 행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

호하여 어떠한 경우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이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일관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

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10. 1. 1.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은 제3조 제6

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부정한 행위’로 인식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나,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라는 일반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구체적인 행위 유

형을 나열한 실익을 찾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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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법조문과 대법원 해석론은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부정한

행위’에 관한 보다 명확한 해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정한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기존 대법원의 태도와 같이 과소

신고 내지 무신고 외에 별도의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살펴보

면,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와 아울러 추가적인 표

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 대법원 역시 별도의 행위로서 사

전소득은닉행위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해석

하여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만으로 조세포탈죄를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의 범위

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과소신고 내지 무신

고 외에 별도의 ‘사전소득은닉행위’ 개념을 이용하여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부정한 행위’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도 ‘사

전소득은닉행위’에 관한 해석기준에서 찾아야 한다.

한편 조세포탈죄도 일종의 형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조세

포탈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부정한 행위의 기준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게

끔 명확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10. 1. 1. 조세범처벌법을 전면개정하면

서 제3조 제6항에서 예시적 입법형식을 택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부정한 행위’의 예시들을 열거하고, 제7호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일반조

항을 두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예시적

입법형식의 특성상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공통적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제7호의 범위를 확정함과 동시에 일반조항인 제7호가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하는 의미를 담게 되는 방향으로 해석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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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부정한 행위’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한다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각 행위는 공통적으로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부정한 행위’라는 말

의 범주에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좁은 의미의 위법 개념을

사용한 구성요건요소를 포함시켜 부정한 행위의 외연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나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각 행위가

과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함은 분명하고, 동시에 위

각 행위는 공통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

로, ‘부정한 행위’ 역시 그와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실

관계는 공개하되 법적인 평가를 달리 보게 하거나 법형식을 남용한 경우

에까지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한 행위’는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과세권에 영

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새로운 개선방안을 기존 판례에 대입해

보면,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과 새로운 개선방안에 따른

결론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일치한다.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으로 삼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존의

대법원의 해석론보다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요어 : 조세포탈, 부정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사전소득은닉행위, 예

시적 입법형식, 새로운 해석기준

학 번 : 2014-2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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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세금을 원래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것보다 더 적게 내거나 적게 내려

고 하는 행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납세의무자에

게 조세부담을 전가하는 등 국가나 다른 납세자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친

다. 이에 국가는 위와 같은 행위를 내버려둘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불이익을 주어 이러한 행태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다만 이를 구체적으

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

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해악 자체가 크거나

또는 그러한 해악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필요성이 특히 큰 경우에는 형

벌권을 발동하게 된다.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그와 같이 특히 큰 해악이

있다거나 그러한 해악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필요성이 크다고 말할 것인

지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를 '조세포탈범'이라고

부르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 형태나 입법형식에는 차이

가 있지만 같은 취지의 형사처벌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다만 이 ‘부정한 행위’라는 불확정개념은 추상성과 모호성이라는 특징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확고한 판례가 있

었음에도 구체적 사건에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 하는 것보다 적게 내는 행위가 등장하면서, 그



- 2 -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

다.

입법자는 2010. 1. 1. 조세범처벌법 전면개정 당시 축적된 판례를 입법

에 반영하여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나치게 폭넓은 규정으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과

탈세나 그 밖의 다른 유형들 사이의 구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

을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

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는 다시 우리나라 영

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1)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조세포탈의 경우도 지방세 관

련 조세포탈은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서, 관세 관련 조세포탈은 관세법

(제270조)에서, 내국세 관련 조세포탈은 조세범처벌법(제3조)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그중 관세법상 조세포탈이나 지방세기본법상 조세포탈은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장 적용범위가 넓고 일반

적인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 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1) 관세에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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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조세포탈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의 행위주체라던가 실행행위, 기수시기, 고의/과실, 국세기본법상 부과제

척기간 규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조세포탈죄 실행행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개

정 법조문 및 그 한계를 살펴보고, 현행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두 가지 정도 배경이 될만한

사항들을 살펴본다. 첫 번째로 조세포탈죄의 본질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

세포탈죄를 왜 처벌해야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세포탈죄의 개선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지침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행 납세의

무 확정방식을 살펴보고 각 확정방식에 따라 조세포탈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정방식에 구분 없이 동일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지 간

략히 살펴본다. (제2장)

다음으로 현행법의 해석론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 거기에 어떠한 문

제가 있는지, 즉 현재의 해석론이 왜 불만족스러운지를 확인하여 본다.

나아가 대법원의 해석론을 반영하여 2010. 1. 1. 조세범처벌법 법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기존의 해석론이 가졌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왜 해소되

지 않고 남아있는지 살펴본다. 여기서는 특히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 추상성과 모호성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다. (제3장)

이후에는 그러한 불만족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포탈죄의 구성

요건을 어떻게 정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시도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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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먼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법조문에서 형벌권 발생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형벌권을 발동하

는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제4장)

다음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만족스러운 기준을 찾지 못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으로 돌아가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다. 여

기서는 특히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의 외연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

들의 개별 사안에서 도출한 결론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과 결과적으

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기준의 유용성을 논증하고자 한

다. (제5장)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도록 한다. (제6장)

제2장 조세포탈죄의 본질 및 구조

제1절 조세포탈의 의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조

세포탈죄’라는 죄명에서 쓰인 ‘포탈’과 ‘조세’를 포탈하거나’라는 표현에

쓰인 ‘포탈’은 그 의미는 같지 않다.2) 전자의 ‘포탈’은 법문 그대로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

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포탈’이라는 개념에 대한 별

2) 김영우,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월간조세 118호, 조세통람사, 1998,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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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의 없이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탈’을 사용하

는 것이다.3) 한편 후자의 ‘포탈’은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납세의무가 발생한 조세를 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조세

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포탈’이 ‘환급’․‘공제’와 함께 열거되어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4) 아래에서도 ‘포탈’의 의미는 그것이 조세포탈죄

의 죄명에서 쓰이는 것이 아닌 한 납세의무가 발생한 조세를 피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제2절 조세포탈죄의 본질

1. 개관

현행법상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조세포탈죄의 본질

을 행정범으로 이해하는지, 일반형사범으로 이해하는지에 따라 부정한

행위에 관한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세포탈죄의 본질이 행정범인지 아니면 일반형사범인지에 대한 논의

는 양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보는 구별인정설을 전제로 한다. 구별인정

설 중에는 ① 법익에 대한 공격의 태양 또는 정도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

는 견해5), ② 피침해이익의 성질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6), ③ 피

3) 이철송,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132면

4) 김영우, 앞의 글, 147면

5) 행정범은 법익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인 반면 형사범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김기두, 

행정범의 특수성, 법제월보 7권 4호, 법제처, 1965, 1면).

6) 행정범은 행정에 의하여 보호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인 반면 

형사범은 법규에 의하여 보호된 이익, 즉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다(Otto Mayer, 

Deutches Verwaltungsrecht, Bd.I. Duncker&Humblot. 1895. S.319). 여기서 행정은 국가통

치작용 중 입법․사법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의미하고, 법규는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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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규범의 성질에 따라 형사범은 원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인 반면

행정범은 제정법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구별하는 견해

(절대적 구별설)7), ④ 절대적 구별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행정범과

형사범의 차이는 상대적 유동적이라고 보는 견해(상대적 구별설)8)가 있

다. 상대적 구별설이 오늘날의 통설이고, 아래에서도 상대적 구별설에 따

라 행정범과 형사범을 구분한다. 조세포탈죄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조세

형법의 이념에 관한 논의와 결부되어 전개되어 왔으므로 아래에서는 조

세형법의 이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2. 국고주의

국고주의는 조세범죄를 처벌하는 근거를 오직 국가의 재정상 손실을

보전하려는 재정정책적인 차원에서 찾는 입장으로, 국가의 과세권 보호

의 시각에서 조세범을 행정범으로 이해하고, 조세형벌을 오로지 국고에

가해진 금전적 손해의 배상을 통해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적 기능으로서 고찰하려는 이론이다.9)

국고주의는 조세범을 범인의 악성의 표현이나 법익침해행위로 파악하

지 않고 오직 국가의 재정상 손실만 보상되면 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조

세범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 내지 과징세권의 보호에 있

다고 보는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한다.10) 국고주의는 과거 부과과세방식만

법규범을 말한다. 다만 이 견해는 공공질서 역시 국가로부터 보호되는 하나의 법익으로서 법적 

이익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되었다(최봉석, 행정제재로서의 범칙금통고

제도에 관한 일고,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1호, 2002, 118면).

7) 즉, 자연범으로서의 형사범은 법률의 규정 이전에 반사회적․반도덕적 범죄가 되는 반면, 법정범

으로서의 행정범은 국가의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된다[남승길, 행정벌의 특수성(1), 경

찰대학논문집 제2집, 경찰대학, 1983, 80면].

8)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1993, 521~522면,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 2002, 324면,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1999, 403면,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1983, 609면

9) 한현주, 조세형사법에 관한 연구, 국립세무대학 조세문제연구소, 1990,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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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용되고 납세액은 정부가 결정하던 시대에 지배적인 이념이었다11).

국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는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규범을 위배하여 국가재정수입을 침해하

였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며, 따라서 조세범에 대한 처벌은 오로지 국가

재정수입의 보전만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범의 처벌은 범죄의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벌금형에 한정되고, 양형의 기준도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로 행정청에 의한 통고처분에 그칠 뿐

법관에게 조세범처벌에 관한 재량을 주지 않는다.12)

3. 책임주의

책임주의는 조세범죄를 처벌하는 근거를 공동사회의 유지비용의 분담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여 타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납세윤리를 실추시킨 반사회적 죄악성을 갖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비난

에서 찾고, 조세범죄를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이론이

다13). 오늘날 국가의 활동영역이나 기능이 방대해짐에 따라 그에 소요되

는 재정수요도 막대하게 팽창되었다. 또 그 재정자금의 대종인 조세의

문제야말로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이다. 따라

서 이 입장은 조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이 지대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14) 신고납세방식이 채택되고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책임주의는 포탈죄의 주관적 요소를 중시하는 행위책임(윤리적 비난)을

10) 최형기, 판례를 중심으로 한 조세포탈범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재판자료집 50집 –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下), 1990, 430면

11) 최형기, 앞의 글, 430면

12) 오영근‧조현지,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7면

13) 명형식, “우리나라 조세범처벌규정에 관한 연구”, 세무사 5권 2호(45호), 1987, 12면, 최형

기, 앞의 글, 430면

14)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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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하려는 것으로서 조세범죄의 보호법익도 국가의 과징세권의 보호라

기보다는 적정한 납세제도의 확립에 있다는 사고방식15)과 일맥상통한다.

이렇듯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반윤리성에서 찾는

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윤리적 책임 또는 윤리적 비난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조세범의 처벌에서 범죄의 주관적 객관적 요소

를 고려하고, 특히 고의, 위법성의 인식 등 심리적 요소가 중요시된다.16)

근대형법의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가해질 수

있으며, 법관이 조세범처벌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4. 검토

선험적으로 볼 때 국고주의와 책임주의 중 어느 견해가 더욱 타당하다

고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오늘날 세금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동체의 유지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는 공

동체적 의무를 회피하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사회

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아울러 신고납세방식이 보

편화됨에 따라 세금의 납부는 납세자의 준법정신 내지 양심에 기대는 바

가 커졌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탈하는 행위에 대한 윤리

적 비난 역시 강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조세형법의 이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상은 책임주의라고 할 것이다18). 책임주의 사상은 오늘날 대부분

15) 최형기, 앞의 글, 431면

16) 안대희, 조세형사법, ㈜도서출판 평안, 2014, 219면; 장한철,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2005, 235면

17) 안대희, 앞의 책, 130면

18) 오늘날에 있어 조세포탈의 지배원리를 국고설로 보는 견해는 거의 없으며 조세범을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인정되는 자연범적 성격의 범죄로 보는 책임주의가 통설이다. 2010. 1. 1.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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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의 조세형법 – 공통적으로 고의를 구성요건요소로 보면서 징역

형을 부과하며 그 정도는 포탈세액뿐 아니라 그 밖에 책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에 상응하여 법원이 정한다 – 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19) 다만 조세의 목적이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점에서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전치주의, 벌금형의 상한을 포탈액의 일정 배수로

정하는 제도 등 조세범을 행정범으로 인식하던 잔재가 일부 남아있을 뿐

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책임주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

하도록 하겠다. 조세포탈범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일반 형사범과 같다고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형법의 일반 원칙들이 조세포탈범에도 그

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조세확정방식에 따른 조세포탈의 구조

1. 조세확정방식

가. 부과과세방식

부과과세방식은 국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결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낼 것을 명하는 방식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정이유로 ‘조세범 처벌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을 확대하고 조세포탈죄 양형체계를 개선하며 단

순 행정질서범 성격의 범칙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종래의 국고주의 

조세형법 체계에서 책임주의적 체계로 개편하는 한편,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형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힌 바 있

다(2009. 8. 26.자 기획재정부공고 134호)

19) 오영근‧조현지, 앞의 글, 7면



- 10 -

2 제3호, 제5호).20) 현행 세법상 국세 중 이 방식을 채택한 세목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자산재평가세가 있다.21) 부과과세방식의

조세 중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22)과 납

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과세표준을 결

정 통지하는 방식이 있다. 국세 중에는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가

전자에 속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8조, 자산재평가세법 제15

조), 종합부동산세가 후자에 속한다.23)

이와 같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의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고 단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의

태양으로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제5호),

과세관청이 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24)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

18479 판결).

나. 신고납세방식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 자신이 세액을 특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

20)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136-137면

21) 임승순, 조세법, 2017, 박영사, 187면

22) ‘신고 후 부과방식’이라고도 한다(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2017, 415면)

23)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하

여 선택적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제4호).

24) 여기서 ‘수리’의 의미는 신고를 형식적으로 ‘접수’한 것을 넘어 과세관청에서 신고된 세액을 

확인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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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효율적이라는 전제에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

여 법정기한까지 이를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본문, 제4호).25) 다만 신고가 없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된다.26)

즉 신고납세방식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조사확정권이 완전히 배제된 것

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 조세채

무를 확정하게 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

조의2 제1호 단서 및 제2호).27)

2. 조세확정방식에 따른 조세포탈의 구조

가. 부과과세방식에서의 조세포탈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의 위계 등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잘못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일단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구조가 유사하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부과과세방식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말도 아마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또 미국에서도

조세포탈을 국가에 대한 사기라는 관점에서 조세포탈을 ‘Tax Fraud’라고

표현하고 있다(미국 법률용어 사전에 따르면 사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 재산, 법적 권리를 빼앗기 위한 의도적인 기만, 속임수 또는

부정직한 수단의 사용’을 의미한다28)).

25) 이창희, 앞의 책, 134-135면

26) 임승순, 앞의 책, 186면

27) 임승순, 앞의 책,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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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죄의 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작위이

건 부작위이건 묻지 않는 반면에.29)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허위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중장부를 작성

하거나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과 같은 과세관청의 조사를 예상하고 행하

는 소득은닉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래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보는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 소득은닉행위가 허위신고나 허위답변과 연

계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된다.

또한,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없을 경우 사

기미수죄로 처벌하는 반면, 조세포탈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

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허위신고와 함께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하였더라

도 과세관청이 이에 속지 않고 처음부터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거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가벌이

다.30)

나. 신고납세방식에서의 조세포탈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행하는 납세신고에 따

라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검토함에 있어 부과과세

28) The intentional use of deceit, a trick or some dishonest means to deprive another of 

his/her/its money, property or a legal right(https://dictionary.law.com/Default.aspx?sele

cted=785)

2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9판, 2014년, 332~334면

30)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도2824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76 판결, 대

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2698 판결 및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

의체 판결 반대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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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조세에서와 달리 과세관청의 착오나 과세관청의 잘못된 과세처분

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기죄와 그 구조가 같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이 납세의무의 확정 또는 이를 위한 부과와

관련된 말로 쓰인다는 점에서 보면{이례적으로 조세징수절차의 조세포탈

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판결)가 있기는 하

나, 제3장 제2절 3.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론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는 조세채무의 확정을 방해하는 납세의

무자의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가 직접적인 조세포탈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장 제2절 3.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대법원은 무신고나 과소신

고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고,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더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있을지도 모

르는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득을 감추는 행위가 있어야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3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도 과세관청이 2차적·보충적으로 조세채무

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가 사전소득은닉행위와

무신고 내지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후에 정당한 과

세처분을 할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러나 대법원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

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

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

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

런 영항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2)

31) 임승순, 앞의 책, 352면

3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540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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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수시기이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와 같

다. 조세포탈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종래 신고시설과 납기설이 대립하

였으나,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포탈의 기수시기를 법문에 규정하면서 입

법적으로 해결되었다.3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은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부과과

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

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

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항

제1호). 이에 따르면,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기수시기는 과소신고의 경

우에는 신고의 의해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고, 무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가

된다.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기수시기에 관하여는 그 신고 납부기

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항 제2호),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신

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하므로(가령,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6조)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는 과소신고, 무신고를 불문하

고 모두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가 된다.

부과과세방식과 신고납세방식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납세자가 조세포

탈의 의도로 과소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기한 이후에 정부의 조사·결정에

33) 고성춘, 조세형사법, 삼일인포마인, 2013년, 465-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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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적정한 과세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다. 부과과세방식의 조

세라면 그 조세포탈 기도행위는 기수시기의 미도래로 처벌할 수 없는 반

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면 조세포탈죄의 기수범에 해당하여 처벌대상

이 된다.

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조세에서 신고납세방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부

과과세방식의 조세 중 조세포탈이 주로 문제되는 상속 증여세의 경우에

도 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

무를 부담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수시기와 관련한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의 실행행위 측면에서 볼 때는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34) 따라서 아래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

탈의 경계를 논함에 있어서도 부과과세방식과 신고납세방식의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제3장 조세포탈죄의 해석 및 한계

제1절 조세포탈죄의 연혁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법들과 마찬가지로 조세포탈죄도 일제강점기에

의용하였던 일본의 법률을 모태로 삼고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조세포탈죄로 불릴만한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 최고(最古)의

통일성문법전인 경국대전(1485년)은 조세범처벌과 관련하여 2개의 조문

을 두고 있었는데35), 경국대전의 편찬은 새로운 법을 창설한 것이라기보

34)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

세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이 문제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

다. 

35) 오기수,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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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존의 법을 기록한 것이므로,36) 해당 조문도 경국대전 편찬 전부

터 적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한제국시기에는 근대적 세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地稅와 戶布錢에 관한 건(법률 제15호)」이 제정되었다.37)

위 법률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특징은 ‘관은(官隱), 이은(吏隱), 동은(洞

隱)38) 등의 토지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탈루세금액의 10배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 본문).’고 규정하여 고의의 조세탈루행위가 있으면 그 구체

적인 행위태양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한 점이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조선총독은 일본의 법률을 대부분 의용하여

사용하였고,39) 당대의 조세포탈죄는 조세포탈범에 관하여 “사위 기타 부

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려고 한 자”라고 규정하여

그 구성요건이 이미 현행법과 상당히 가까워졌다{주세령(제령 제2호), 사

탕소비세령(제령 제4호), 조선청량음료세령(제령 제2호), 조선유흥음식세

령(제령 제19호), 조선물품세령(제령 제18호)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조선소득세령(제령 제16호), 조선영업세령(제령 제

6호), 조선상속세령(제령 제19호), 조선취인소세령(제령 제6호)에서는 3배

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였다}40). 당시 조세포탈죄의 특징은 그 처벌로

벌금형의 배수형벌제도만을 두었다는 점인데, 이는 국고주의의 입장에서

2006, 253면, 구체적인 조문은 아래와 같다. 

   ① 만일 농민이 재해를 입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거나 해당 아전, 권농관, 서원 등이 농민과 공

모하여 협잡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것도 허락하며, 허위신고를 한 토지 1

부(負)에 태형 10대를 적용하는 동시에 매 1부가 올라감에 따라 한 등급씩 올려서 형장 

100대까지 친 후 군사로 충원한다.

   ② 허위신고한 토지는 고발한 사람에게 주고 거기서 얻은 이득은 관청에서 몰수한다. 고을원인 

경우에는 10부 이상이면 파면시키고 내막을 알고도 협잡을 했을 때에는 임명장을 빼앗고 

영원히 등용하지 않는다. 

36) 이천현, 우리나라 조세형법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한양법학 11, 한양법학회, 2000, 215면

37) 이천현, 앞의 글, 220-221면

38) 관은은 관청에서 토지를 누락시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고, 이은은 관청 하급관리가 토지를 

누락시키는 것이며, 동은은 동계나 향교에서 토지를 누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39) 정긍식, 조선총독부 법령사료(1)-지배기구․입법, 한국법제연구원, 1996, 24면 이하

40) 이천현, 앞의 글,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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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이전까지 벌금과 과료에 의한 재산형만으로 처벌하던 일본41)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 6. 7. 제정・공포된 조세범처벌법은 일제

강점기에 의용된 일본의 「間接國稅犯則自處分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

여 그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았다.42) 제정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조세포

탈죄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

저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사위 기

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다(‘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표현은 1962. 1. 1. 시행된 조세범처

벌법부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수정되었으며, 양자 사이에 의미상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

해석 내지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되며, 국민

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되었다.43) 2010. 1. 1.

조세범처벌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어떠한 경우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를 법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게 되었다.44) 즉 조세범처벌법은 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41) 안대희, 앞의 책 218면

42) 이천현, 앞의 글, 238면

4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허태열의원 대표발의], 2009, 19면; 

류석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처벌대상 행위와 가벌성의 범위, 비교형사법연구 제10

권 제2호, 2008, 215면 이하

44) 박성욱‧오문성,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에 관한 고찰, 세무학연구 제33

권 제3호, 2016, 334면; 이천현, 조세범처벌법의 전면 개정과 한계, 아주법학, 2010,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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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

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

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열거

하였다. 위 각 호의 행위들은 그동안 판례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던 사례들을 열거한 것이다.45)

제2절 대법원의 해석 및 한계

1. 개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

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다. 위 문구는 1951. 6. 7.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일관되게

4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69 판결; 대법원 2007. 10. 11.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제2호: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

결 등

   제3호: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3674 판

결 등

   제4호: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3085 판결 등

   제5호: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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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

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

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경

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고,46) 이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다.

2.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한 행위’와의 비교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쓰

인 조문으로는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항(“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47)과 중가산세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

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부정행위”)이 있고,48) 종래 위 각 조문

과 조세포탈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2011. 12. 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법 제26조

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49) 나아가 대법원은

46) 대법원 1977.5.10. 선고 76도4078 판결; 1988.3.8. 선고 85도1518 판결; 1996.6.14. 선고 

95도 1301 판결; 2000.2.8. 선고 99도5191 판결; 2011.4.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

고

47)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조항은 국세

기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되었다. 

48) 국세기본법상 중가산세 조항은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되었다.  

49) 2011.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 등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

용하면서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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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이나 국세기본

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대

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50)

3. 부정한 행위의 핵심구성요소 - 사전소득은닉행위

가. 사전소득은닉행위의 개념

판례에서 말하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는 흔히 ‘사전소득은닉행위’

라고 일컬어진다. 위 제1항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대

법원은 사전소득은닉행위와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가 결합하여 전체적으

로 부정한 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다(이른바 ‘포괄

설’, 통설도 같다).51) 제1절에서 열거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

의 내용도 전부 사전소득은닉행위의 예시에 해당한다.

나. 사전소득은닉행위의 연혁

대법원이 최초로 사전소득은닉행위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1977. 5.

50) 소순무‧윤지현,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6년, 901면, 한편 중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글구는 

빼고 조세범처벌법상 각 호의 행위유형만을 뜻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여 양자를 구분

하는 견해가 있다(양인준, 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세법연구 21권 3

호, 2015년, 44면)

5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서는 독일과 달리 과소신고, 무신고행위에 관하여 직접 조

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6항이 예시하고 있는 각 호의 내용

도 전부 사전소득은닉행위의 예시일 뿐이다. 그러나 조세포탈죄의 본질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

득이나 그 밖의 담세력을 숨기는 행위에 더하여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행위가 수반되어야 조

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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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봉틀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974년 7월부터

1976년 4월까지 사이에 재봉틀 3,875대 합계 157,067,150원 치를 판매

하였음에도 소정기간 내에 정부에 개인영업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

및 사업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1974년도 및

1975년도 개인영업세 3,046,034원과 1973년 및 1974년도 사업소득세

1,791,010원을 면하였다.

10. 선고된 76도4078 판결이다.52)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와 같다.

이 사안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구 조세범처벌법(1976. 12. 22.

법률 제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였

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같은 법 제13조 제2호를 적용하였다. 구 조세범처

벌법 제13조 제2호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으로 현재는 삭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그 소정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하고 또 그 제13조 제2호에서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

고 또는 고지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조

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검색했을 때 최초로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판시한 사안이다. 이 판결은 

‘무신고’와 관련하여 판시하였고,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32 판결에서 ‘과소신고’ 관

련 판시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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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생략) 이

러한 견해에서 세법상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13조 2호에 문죄하고 이를 같은 법 9조 소정의 조세포탈범

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소론의

논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 사건의 쟁점이 단순무신고만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

는지 여부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쟁점이 아

니었다는 점이다. 대법원도 구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와의 관계상

단순무신고만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짧게 판시하

였고, 검사의 상고이유53)에 관하여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특히

‘사전소득은닉행위’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는데, 이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조세포탈죄상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해석,

즉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써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공작을 행

하는 것이다{最(大)判 昭和 42년(1967년) 11월 8일}’라는 문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도 대법원은 부과과세방식54)이나 신고납세방식55)을 불문하고

53) 이 사건에서 검사는 단순무신고행위도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관세법의 경우 단순무신고의 경우도 관세포탈죄로 의율하는 점, ②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를 ‘신고기간 경과 시’로 규정하고 있고,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행위도 조세포탈죄로 의율하

는 점, ③ 국세체납죄와의 법정형의 균형을 들었다. 

5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32 판결은 양도소득세가 부과과세방식일 때 선고된 판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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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단순히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

는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와 더불어 소득이나 그

밖의 담세력을 숨기기 위한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수반되어야 조세포탈범

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석해왔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태도는, 국가는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의 존부와 크

기를 조사하여 적정한 세금을 부과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

히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늘 형사처벌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고 이론적으로도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관점으로 이해된

다.56)

다. 사전소득은닉행위의 개념 표지

대법원에서 사전소득은닉행위에 대하여 추상적인 내용을 설시하고

있기는 하나, 사전소득은닉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확립된 정의가 있는 것

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는 단순과소신고, 단

순무신고에 대하여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

데, 위 판결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

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

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은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

식의 소득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

(후)단계로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 소득은닉행위의 발생 시기는 신고 전후를 불문한다고 판

시하였다. 

5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번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56) 윤지현,  명의신탁 또는 차명거래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세무사 35권 1호, 한국세무

사회, 2017,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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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57),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소득은

닉행위의 시기는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의 전후를 불문한다.58)59)

나아가 사전소득은닉행위에 관한 축적된 판례를 반영하여 입법한 조

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보면, 위 각 호에서 열거된

예시들은 공통적으로 사실관계의 가장 또는 은닉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60) 따라서 사전소득은닉행위는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61) 다만 조세범처벌

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된 ‘재산의 은닉, 소득 행위 거래의 조작 또

는 은폐’의 경우 그 포섭범위가 분명하지 않은데,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상 제4호의 ‘은닉’, ‘조작’, ‘은폐’도 사실관계 차원에서 가장의 외관을 창

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면,62) 그 의미가 조금은 더 뚜렷해질 수 있

을 것이다. 이 논문의 기본적인 논지가 그러하듯이, ‘사기 그 밖의 부정

한 행위’ 또는 ‘(사전)소득은닉행위’ 개념이 현재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외연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볼 때, 이와 같은 해석론은 나름대

로 장점이 있다.

57)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대

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다수

58)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59)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후에 소득은닉행위가 행해질 수 있고, 이

러한 경우 ‘사전’소득은닉행위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소득은닉행위’

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는 이상 이 논문에서도 ‘사전소득은닉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60) 윤지현, 앞의 글, 8면

61) 대법원도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소득(과세표준) 자체를 은닉하는 행위라

고 보았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다만 과세표

준 등 과세요건은 규범적 개념이므로, 실천적 의미의 사전소득은닉행위는 결국 과세요건에 영

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은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62) 윤지현, 앞의 글, 8면. 한편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이 일반재산의 은닉의 경우를 포함하는지

가 문제되는데, ‘재산의 은닉’과 병렬적으로 기재된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와

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부분 ‘재산의 은닉’은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지

칭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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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통하여 영세율로 금괴를 구입한 뒤

이를 가공, 수출하지 않고, 구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업체에 금

괴를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하여 거

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사전소득은닉행위 없이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 사례의 평가

1) 논의의 방향

대법원이 이제껏 사전소득은닉행위를 부정한 행위의 필수적 구성

요건요소라고 해석해왔다. 그런데 아래의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

도9546 판결(금지금사건)에서는 사전소득은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행

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였는바,63) 대법원의 기

존해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판결의 내용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63) 바로 이어 2)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판결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

던 사항은 조세채권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러한 행위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확정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과권이 아니라 징수

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조세포탈죄로 다스릴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김태희, 

조세범처벌법, 박영사, 2015,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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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에 의

하여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와 같은 조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세의 징수 역시 당연히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수입이 침해된다는 의미에서 조

세포탈죄를 구성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나아가 비록 과세표

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64)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

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

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세가 일단 정당하게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38조 이하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확장과 같은 법 제42조의 물적 납세의무

및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의 보장, 그리고 체납처분을 통한 국

세의 강제징수절차 등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이 체납자 또는 체납자

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써 그

재산을 장닉(藏匿),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를 체납자

등의 불법행위로서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

64)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

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

한 때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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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

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

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개의견은,

“대법원이 그 동안 조세포탈범의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는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소득

(과세표준) 자체를 은닉하는 행위라고 보아 왔음에 반하여, 다수의견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전의 과세표준은닉행위라

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책임재산 일반을 감소시키는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요소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그 행위의 정형성이 무너

지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흔들리게 될 것이 아닌

지 우려된다.”

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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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대법원은 종래 조세포탈범의 실행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사전소득은닉행위와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행위가 결합된 형태라고 해

석65)해온 것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사전소득은닉행위라고 평가할만한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였다.6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본 행위태양은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도로 허위의 수

출계약서를 통하여 영세율로 금괴를 구입하고, 이를 구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국내업체에 금괴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뒤, 곧바로 폐

업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이다. 이는 일반적인

조세포탈과 달리 ‘징수절차에서의 조세포탈’에 해당하고, 과세권에 영향

을 미치는 사실관계의 가장 은닉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존의 ‘사전소

득은닉행위’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과세표준의 신고도 정당하게 이루어졌다(즉 과소신고나 무신고도 없었

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애초에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

에서 일련의 행위가 기획되었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과세표준의 신고도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65)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66) 실제 이 사건의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고합312)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전제한 뒤, 부가가치세에 있어 조세채권의 확정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취

하고 있는 우리 조세법 체계 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일응 그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것

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한 이상 단순히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

다거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

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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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존의 판결들에서와 다른 해석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부정한 행위’에 관한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

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위와 같이 극히 예외

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

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

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

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의 취지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기존의 확립된 해석을 변경하여 조세징수절차에서의 조세포탈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세채권이 정당하게 확정된 이상 조세징수절차

에서의 조세포탈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이 사건 이후에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법

원의 확립된 해석에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소득은닉행위’와 관련해서도 별개의견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책임재산 일

반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라고 해석하여 기존의 해석을 변

경하였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도로 허위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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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통하여 영세율로 금괴를 구입하고, 이를 구입단가보다 낮은 가

격에 국내업체에 금괴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뒤,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를 예외적으로 ‘과세표

준의 은닉행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신고가 있었지

만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이 납부하지 않도

록 하는 ‘더 큰 계획’의 일부로서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

에는 특별히 신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2010. 1. 1. 전면개정된 조세법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

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

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조세징수권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처

벌하는 규정을 정비하였고, 그 법정형도 조세포탈죄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판례 사안과 같은 조세징수절차에서 조세포탈

을 논의할 실익이 줄어들었다.67)

4. 대법원 해석론의 한계

가. 논의의 방향

대법원에서 설시하고 있는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 즉 ‘사기나 그 밖

67)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다(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간

추린 개정세법 2009, 기획재정부, 2010년, 50-51면)

   - 재산은닉자는 은닉 혹은 허위계약 시점이 체납자 이전인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전 고의면탈

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납세의무자’로 변경

   - 재산은닉을 적극적 조세포탈 시도롤 처벌강화가 필요한 바, 징역형을 3년으로 강화하고 벌금

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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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한 행위’는 ①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수반된 ② 과소신고 내지 무

신고행위라고 할 수 있다.68) 나아가 대법원은 사전소득은닉행위에 대하

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

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해석을 세부적

으로 분석하여 보면,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행위, ②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③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판단기준만을 가지고 구체

적 사안에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각 기준별로 살펴본다.

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행위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

란케 하는 행위일 것을 요구하는데, 먼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위 문구

는 일응 ①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거나, ②

부정한 행위의 목적, 또는 ③ 부정한 행위의 정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이라는 문구

가 ‘행위’를 꾸민다는 점에서 ①과 같이 해석할 수 없고, 조세포탈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69) ②와 같이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문구는 ‘조

68)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는 사전소득은닉행위만을 부정한 행위로 본 것, 사전소득은닉행위와 과

소신고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라고 본 것, 사전소득은닉행위를 제외한 과소신고

를 부정한 행위로 본 것이 있으나, 근래에는 ① 사전소득은닉행위와 ② 허위신고 내지 무신고

행위를 결합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한 행위로 보고 있는 듯하다(이승식,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3, 166~168면).

6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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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정도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 대법원도

“실제 수입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작성, 보관하는 외에 그보다 수입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수입원장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

로써 수입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신고의 근

거자료가 된 허위의 수입원장 등을 세무관서에 실제로 제출하였는지 여

부나 세무관서에서 이를 조사하였는지 여부는 부정행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4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더불어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

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

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

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고 하여 조세포탈범은 목적범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70)

70)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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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도 ③과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한편 조세포탈죄는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조세의 부과 징수가 곤란케 하는 정도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

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71) 또한, ‘현저히 곤란’이라는 문구가 ‘불가

능’이라는 문구와 병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곤란’의 의미는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곤란하게 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정한 행위를 행할 경우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정도 과세권의 행사가 곤란하게 됨은 당연한데, 그 중 어떠한

경우에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계획적인 행

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판단 외에, 일반적 판단기준은 아직 판례

로 제시된 것이 없는 듯하다.72) 학설 중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이

무력화되었는지 여부 및 과세관청이 장부 및 증거자료의 확인 조사의무

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73)가 있을 뿐이

다.

문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이라는

문구가 부정한 행위의 정도만을 의미하는 이상, 정작 중요한 문제, 즉 어

떠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

케 하는’이라는 문구는 뒤에 오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의 존

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실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의

행위태양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는 장기의 부과제척기

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71) 소순무‧윤지현, 앞의 책, 902면

72) 윤지현, 앞의 글, 13면

73) 이재호‧이경호,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에 관한 소고, 조세

와 법 6(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52면



- 34 -

을 보면 분명해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법 제26조의2 제1

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이라는 문구 부분은 준용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이라는 문

구는 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한 행위를 판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풀이하면서 ‘위계 기타 부

정한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문구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위 문구 중에 ‘위계’는 부정한 행위의 예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사기’와 실질적으로 의미가 대동소이하고,74) 그 자체로 일반조항인

‘부정한 행위’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더구나 ‘부정’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정형적 개념이 아니라 가치판단

적 규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고, ‘부정한 행위’도 경제와 사회

의 발전, 세제의 변화, 국민의 납세의식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하는 가

74) ‘사기’ 대신 ‘위계’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는 세무공무원의 처분행

위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야기하는 ‘위계’에 의한 

행위 역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포섭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기 위함이라고 보는 견

해가 있다(김태희, 앞의 책, 185-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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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적 개념이지 정형화된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75)

따라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문구 역시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는 데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라. 적극적인 행위

1) 적극적인 행위에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 논의의 방향

형사법상 행위 개념에 있어서 ‘적극적’ 행위라고 하면 통상 작위

를 의미한다. 가령 대법원은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에서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

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라고 판시하여 형사상 행위를 적극적 작위와 소극적 부작위로 구별하였

다. 그렇다면 조세범처벌법상 적극적 행위도 작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

작위에 의한 조세포탈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된다.

나) 학설의 대립

75) 최형기, 앞의 글,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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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중에는 ① 적극적 행위는 작위로 한정하되, 다만 그 언어

적 의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적 정황에 따라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존재하면 작위ㆍ부작위를 불문하

고 모두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76), ② 신고납부방식

의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부작위에

의한 부정행위가 가능하지만,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가 없어 부작위에 의한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77), ③ 적극성

의 의미는 행위의 형태(작위 또는 부작위)가 아니라 질적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작위와 부작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78), ④ 부정행위는 포탈수단으로서의 위법한 작위와 부작위를 널리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사전소득은닉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포탈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단순무신고와 단순과소신고를 소극적 행위로, 그 반대의 경우를 적극적

행위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79) 등이 있다.

다) 대법원의 태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나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명백한 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80)

76) 장한철, 앞의 글, 243-244면

77) 김용대,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법의 논점: 행솔 이태로 교수 회갑

기념논문집, 조세통람사, 1992, 909-910면

78) 이천현, 조세형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0, 167면

79) 최형기, 앞의 글, 4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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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

첫째, 형법의 행위개념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포함되는 점,

둘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부작위)가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행위(작위)보다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낮다

고 단정할 수 없는데, 전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

긋나는 점, 셋째, 대법원은 사전소득은닉행위에 관하여 적극적 행위일 것

을 요구하면서도 부작위에 의한 사전소득은닉행위를 다수 인정하였는바,

적극적 행위를 작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극적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2) 적극적인 행위의 의미

기존 형사법에서의 용례와 달리 사전소득은닉행위에서의 적극적

행위가 작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극적 행위’라는 문구는 단순

과소신고나 단순무신고 외에 별개의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나)의 ④ 견해와 같다).

첫째, 대법원은 일관되게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는 표

현을 사용하면서 그 뒤에 덧붙여 단순과소신고나 단순무신고만으로는 여

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판시하고 있는바, 문맥상 사전소득은닉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과소신고나 단순무신고를 배제하기 위하여 적극적 행

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80) 대법원 1985. 6. 24. 선고 85도84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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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 법체계에서 사전적 의미81) 그대로의 적극성을 기준으

로 형사벌 내지 행정벌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셋째, 우리 조세포탈죄의 모태가 된 일본의 경우에도 당초 最高裁

1949. 7. 9.(昭和 24. 7. 9.)자 판결(刑集 3권 8호 1213면) 등에서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한 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적극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소득세

포탈의 의사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도 단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

다고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最高裁 1967. 11.

8.(昭和 42. 11. 8.)자 판결에서 사위 기타 부정의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의 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

저히 곤란케 하는 어떠한 위계 기타 공작을 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넷째,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한 행위를 부인한 사례

를 찾기 어렵다.82)

다섯째,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부정한 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단순과소신고나 단순무신고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넣지 않은 이유는 ‘적

극적 행위’라는 문구가 그와 같은 의미로 쓰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81) ‘적극적’이라는 문구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이다.

82) 대법원은 주식의 명의신탁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허위 계약서의 작성

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

실만으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2018. 3. 29. 선고 2017

두69991 판결), 대법원은 애초에 단순한 주식 명의신탁만으로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위 판시가 ‘적극적인 행위’라는 문구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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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적극적 행위’를 ‘단순과소신고나 단순무신고와 구별

되는 별개의 행위’의 의미로 해석하는 이상, ‘적극적 행위’라는 문구 역시

‘무엇이 부정한 행위인가’를 판별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마. 검토

대법원은 사전소득은닉행위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문구만 가지고는 어떠한 행위

가 사전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애초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은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치열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것이 아니다.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일본최고재

판소의 해석과 그 표현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83) 일본최고재판소의 해석

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

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는 점을 감안

하면,84) 대법원의 해석론의 불명확성 문제는 당연한 귀결이다.

문제는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 구체적인 사안에서 세금을 절감

하기 위한 행위가 사전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

는 결국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한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형법의 보장

적 기능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순수하게 세법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서 보듯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세금

83) 일본최고재판소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써 부

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공작을 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最(大)判 昭和 42년 11월 8일 日刑集 21권 9호 1197항}

84) 落 合 秀 行, 「隠ぺい又は仮装」と「偽りその他不正の行為」の要件・関係の考察,, 2012, 4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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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기 위한 납세자의 행위에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이에 따른 구성요

건의 보장적 기능이라는 또 다른 가치가 문제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용

인하기 어렵다.

제3절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부정한 행위

1. 형법의 보장적 기능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란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형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먼저 형법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형법이 규정

하고 있는 범죄 이외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범죄자로서 처벌하지 않

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또

한, 형법은 또한 범죄인에 대하여도 범죄인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에서만 처벌되고 형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률효과에

의한 전단적(專斷的)인 처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보장적 기능

을 가진다.”85)

이 논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자이다.

만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침해된다면 법해석 및 법집행 과정에서 국

가의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과 권리가

8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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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될 수 있다. 더불어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행위가 금

지되는 것인지 예측할 수 없어 애초에 그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행하

지 못하게 된다.

형벌 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수록 법적용에 있어 법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커져 보장적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 형법의 해석

의 폭이 넓어질수록 처벌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써 시민의 자유

는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해석자의 자의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불확정

한 법률이야말로 법치국가에 대한 적신호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86)

이렇듯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국민으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하여도 무방한 행위 사이에 경계를 세워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2. 조세형법의 보장적 기능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조세형법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영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므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보다 요구된다. 우리 조세범 체계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적

게 내려고 하는 다양한 행위들 가운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조세형법은 아니지만 장기의 부과제

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나 중가산세를 규정한 국세

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역시 공통적으로 ‘부정한 행

위’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의 영

86) 김일수, 형법학원론, 박영사, 1988,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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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정한 행위와 보장적 기능의 침해

보장적 기능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형법규정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위반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성요건과 형벌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포탈죄의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로

서 ‘부정한 행위’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금을 적게 내려는 개개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예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는 결국 형법의 보장성 기능을 저해한다고 할 것이

다.

물론 형법규정을 기술함에 있어 표현상,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다

소 불확정한 개념이나 법관의 해석이 요구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불

가피한 경우도 있다. 가령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횡령’

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배임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

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라고 규정하여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횡령․배임죄의 경우와

그 상황을 달리한다.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불확정개념의 의미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87) 재

87)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

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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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범죄의 특성상 구성요건적 결과(재산상 이득의 취득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가 발생한 이상 그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횡령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를 적용하

여 처벌할 수 있다88)). 반면에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위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보충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구

체적인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조세포탈죄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가 중요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세금이 적게 걷히거나 적게 걷힐 위

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들의 스펙트럼에서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실행

행위의 정형성이 요구된다.

제4절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한계

1. 개관

2010. 1. 1.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은 제3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

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 뒤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판례에서 축적되

어 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식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

여89)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사기나

9. 8. 선고 판결 등),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

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

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8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9481 판결

8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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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었기에 그 개별사유를 구체화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

이다.90)

그런데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僞計)

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는 일반조항을 규정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포섭되지 않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에 따라 제7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가 제1호 내

지 제6호에 준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

2. 예시적 입법형식

가. 예시적 입법형식의 의의

형벌조항의 규율방식으로는 그 규율대상에 포섭되는 모든 개별적 사

례를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열거하는 방식(구체적 · 개별

적 열거방식)과 규율대상의 공통적 · 일반적인 징표를 모두 포섭하는 추

상적 용어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일반조항 방식)이 있다. 전자는

규율대상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범의 흠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

금계산서의 조작

90) 이천현, 조세범처벌법의 전면 개정과 한계, 아주법학, 2010,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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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규율대상을 모

두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자

의(恣意)가 개입함으로써 규율대상을 무한히 확대해 나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두 가지 규율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예시적 입법'이라는 규율방식이 있는데, 예시적 입

법에서는 규율대상인 대전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구성요건의 외연에 해당

되는 대부분의 개별사례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한다.91)

나. 예시적 입법형식의 한계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

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

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

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

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92)

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과 예시적 입법형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경제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법규범의

흠결이 발생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규율대상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시적 입법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부정한 행위의 예시를 열거하고,

91)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바95·96,99헌바2,2000헌바4(병합) 전원재판부

92)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7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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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

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전제는 부정한 행위

이고, 그 전형적, 구체적인 사건들이 위에서 예시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각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이 명

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해당

하는 제1호 내지 제6호가 그 자체로 일반조항인 제7호의 해석을 위한 판

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조항인 제7호는 구체적인 예시인

제1호 내지 제6호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7호의 부정한 행위라는 문구는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이 불과하고, 대법원에

서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해석론을 설시하고 있는 바도

없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

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 중에 어떠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법관의 자의

적인 해석으로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염려가 있다.

3. 검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화하

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시적 입법형식을 이용하였

다. 이는 개정 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실

행행위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

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부정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나열한 실익을 찾기 어려워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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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3)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예시들은 기존에 대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던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행위태양은 결

국 같은 항 제7호로 규율할 수밖에 없는데, 개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제

7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열거된 예시들은 공통적으로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이고, 이

는 일반조항인 제7호의 해석을 위한 하나의 판단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

을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의 외연을 명확히 알 수 없다. 게다

가 일반조항인 제7호는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제1호 내지 제6호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하는데, ‘부정한 행위’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제1호 내지 제6호와 대비

하여 그 외연이 너무 넓다.

제4장 외국의 입법례

제1절 도입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등의 용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대다수의 나라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에

서 납세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적게 내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국가의 제재는 대표적으로 행정벌과 형

사벌로 나뉘지만, 그 외에도 운전면허정지, 공민권 박탈, 대외적 공표 등

93) 이천현, 같은 글, 345-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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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

한 제재 중 형사처벌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국가는 납세자의 조세질서위반행위 중에서도 해악 자체가 특히

크거나 또는 그러한 해악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필요성이 특히 큰 경우

에 한하여 형벌권을 발동한다.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조세질서위반

행위는 대개 조세포탈(租稅逋脫), Tax evasion, Tax fraud 등으로 불리

는데,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각 나라별로 어떠한

경우에 형벌권이 발동하는지, 즉 형사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어떻게 구

성하고 있는가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세범처벌법에 조세포탈죄를 마련하

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법

원의 해석론이나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법문을 보더라도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과 그 밖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를 구별하

는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이에 이 장에서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법제에 차용할 수 있는 구별기준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제2절 미국

1. 개관

미국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범죄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의 각종 형벌조항을 비롯하여 미국법전 제18편

(Title 18 of UC code, 형법 및 형사소송법 편) 내지 기타 연방형법의

적용을 받는다.94) 조세범죄와 관련하여 내국세법에서는 조세포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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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종류

의 조세나 그 납부에 관하여 고의로(willfully) 포탈(evasion)하거나 침

해(defeat)한 자는 중죄(felony)로 처벌되며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

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95).

조세침해 기도(Attempt to evade or defeat tax, 제7201조, 이하 ‘조세포탈

죄’라고 한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및 불납부(Willful failure to collect

or pay over tax, 제7202조), 신고 납부의무불이행(Willful Failure to File

or Pay, 제7203조), 고의적 허위진술(Fraud and false statements, 제7206

조), 고의적 징세 등 기피(Willful failure to collect or pay over tax, 제

7202죄), 연방세법 집행의 방해죄(Attempts to interfere with

administration of internal revenue laws, 제7212조 제a항) 등을 규정하

고 있고, 미국법전 제18편에서는 공모, 허위진술, 우편사기죄, 방조죄, 교

사죄, 조직범죄, 위증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우리법의 조세포

탈죄에 상응하는 내국세법 제7201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조세포탈 또는 조세침해 기도

가. 법조문

내국세법 제720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94) CAMILLA E. WATSON, Tax Procedure And Tax Fraud, THOMSON/WEST, 2006, 342

면

95) IRC §7201(Attempt to evade or defeat tax) : Any person who willfully attempts in any 

manner to evade or defeat any tax imposed by this title or the payment there of 

shall, in addition to other penalties provide by law, be guilty of a felony and, up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100,000(＄500,000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r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together with the costs 

of prosecution. 본문 중의 번역은 논문 저자에 의한 것. 이하에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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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요건

내국세법 제7201조는 2가지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세’

의 포탈 내지 침해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의 ‘납부’에 관한 포탈 내지 침

해이다. 내국세법 제7201조의 적용을 받는 주체에는 개인, 이사, 회사 간

부, 고용인, 회사를 포함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세금을 포탈하고자 시

도한 행위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96).

내국세법 제7201조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조세포탈

의 고의(Willfulness), ② 조세포탈 내지 시도된 포탈을 구성하는 적극적

인 행위(affirmative act), ③ 납세액의 부족(the existence of tax

deficiency)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97).

1) 조세포탈의 고의(Willfulness)

미연방대법원은, 의회는 납세자가 규정된 행위방식에 미치지 못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되지 않도록 고의를 구성요건에 포함시켰다

고 보았다.98) 즉 세법의 복잡성과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

하면 납세자들과 조세포탈죄 사이에 완충제로서 고의요건이 필요하고,

이는 조세신고 내지 납부를 태만히 하였거나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99)

고의(Willfulness)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종래 혼란이 있었

96) CAMILLA E. WATSON, 앞의 책, 343면

97) Sansone v. United Stated, 380 U. S. 343. 351(1965)

98) United States v. Murdock, 290 U. S. 389. 395(1933)

99) CAMILLA E. WATSON, 앞의 책, 346-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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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k는 수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양한 조세범죄로 기

다. 요지는, 법을 위반한다는 의도만 있으면 ‘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그에 더하여 특별한 주관적 징표를 추가로 찾아야 하는지의 문제

이다. 미연방대법원은 1933년 United States v. Murdock 사건에서 고의

란 “의도적(intentional) 또는 인지적(knowing) 또는 자발적(voluntary)

행위로 우연적(accidental) 행위와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나쁜 목적(bad

purpose)을 가지거나 정당화 사유가 없거나 완고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판결하였다100). 그 후 미연방대법원은 Spies v. United States(S.Ct.1943)

사건에서 고의란 “악한 동기(evil motive)와 타당한 이유의 부족(want of

justification)”이라고 판결하였고101), 30년 후인 1973년 United States v.

Bishop 사건에서는 “고의는 나쁜 목적(bad purpose)과 악한 동기(evil

motive)를 필요로 한다.”고 판결하였다102). 위와 같은 미연방대법원의 설

시는 하급심 법원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고의 외에 악한 동기를 추가로

모색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후 미연방대법원은 1976년 United States v. Pomponio 사건에

서 전 재판관의 합치되 의견으로 “고의의 의미란 단지 자발적(voluntar

y), 의도적(intentional)인 법적의무의 위반”이라고 판시하면서 ‘나쁜 목

적’ 내지 ‘악한 동기’라는 표현이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 하였다103). 나아가 비교적 근래인 1991년 Cheek v. United States(S.

Ct.1991) 사건에서도 고의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는데, 미연방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고의의 의미에 관한 종래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위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보면 아래와 같다.

100) United States v. Murdock, 290 U. S. 389. 395(1933)

101) Spies v. United States, 317 U. S. 492 498(1943) 

102) United States v. Bishop, 412 U. S. 346. 361(1973)

103) United States v. Pomponio, 429 U. S. 10. 12(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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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됐다. Cheek는 세미나에서 변호사와 교수들로부터 연방조세체계

가 헌법에 반한다는 강의를 듣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금을 납

부하지 않았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세법이 위헌이고 임금이 소득이 아니라는 믿

음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배심원은 유죄평결을 내렸

고, 이에 대하여 Cheek은 상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은 “고

의는 주관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정부로서는 법이 피고인에게 의무

를 부과하였고 피고인이 그 의무를 인지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

발적, 의도적으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세법의 합헌성에 대

한 피고인의 견해는 고의성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04). 결과

적으로 미연방대법원에서 확립한 고의의 의미는 “자발적(voluntary), 의

도적(intentional)인 법적의무의 위반”이고, 이는 우리 형사법에서 말하는

고의,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실현

하려는 의사”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한편 고의는 납세자 내면의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 “포탈의 증표

(badges of fraud)”라고 알려진 정황증거에 의하여 고의가 입증된다105).

“포탈의 증표”는 Spies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행위 요건

을 충족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2)항 기재와 같

다.106)

2) 조세포탈 내지 시도된 포탈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행위(affirmativ

104) Cheek v. United States, 498 U. S. 10. 12(1976)

105) CAMILLA E. WATSON, 앞의 책, 350면

106) Spies v. United States, 317 U. S. 492 49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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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ct)

Spies v. United States 317 U. S. 492(1943) 판결에서 미연방대법

원은 중범죄인 조세포탈죄와 조세 경범죄를 “시도(attempt)”라는 표현에

서 도출되는(implied) “적극적인 행위(affirmative act)"에 초점을 두고 구

별했다. 즉 고의적인 신고의무위반행위의 경우 포탈의 시도를 입증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아닌 한 내국세법 제7203조에 의하여

경범죄로 처벌될 뿐 제720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107)

즉, 위 판결은 ”적극적인 행위“를 중범죄인 제7201조와 경범죄인 제7203

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았다.108)

미연방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7가지 행위유형을 적극적인 행위의

예시로 열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keeping a double set of books), ② 거짓 항목과 변경(making false

entries of alterations), ③ 위조된 송장 또는 문서(false invoices or

documents), ④ 회계장부 또는 기록의 파괴(destruction of books or

records), 재산 또는 소득원천의 은닉(concealment of assets or covering

up sources of income), ⑥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기록의 작성

을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업무처리(handling of one’s affairs to

avoid making the records usual in transactions of the kind), ⑦ 그 결

과로 호도하거나 숨길 수 있는 어떠한 행위(any conduct, the likely

107) CAMILLA E. WATSON, 앞의 책, 344면

108) 미국 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에 따르면 범죄는 중죄(felony), 경죄(misdemeanor), 

소죄(petty misdemeaner)로 나뉘고, 여기서 중죄는 1년 이상의 자유형(또는 사형)에 처하

여 질 수 있는 범죄이고, 소죄는 1년 미만의 자유형에 처하여 질 수 있는 범죄이며, 경죄는 

법률에서 그렇게 정한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연방형사법전에서는 중죄는 장기가 사형, 무기

이거나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하여 질 수 있는 범죄로, 경죄는 장기가 5일 이상 1미만의 

자유형에 처하여 질 수 있는 범죄로 구분한다(손동권, 미국의 자유형과 그 대체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15권 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년, 409-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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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which would be to mislead or to conceal).

나아가 미연방대법원은 “적극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의 근로

원천징수증을 제출하는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는 위 판결에서 요구하

는 “적극적인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109), 허위의 세금신고는

그 자체로 제7201조에 의하여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110).

3) 납세액의 부족

내국세법 제7201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액이 부족해야 한다.

법문에 있거나 주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법원들은

그 부족액이 반드시 실질적(substantial)이어야 한다고 본다111). “실질적

부족”이란 총액 또는 순이익의 관점에서, 또는 세금의 특정 퍼센트로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112). 예

를 들어 회계감사 기간 동안 납세자가 협력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소득 누락의 경우

에도 내국세법 제7201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3. 검토

미국은 내국세법 제7201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in any

manner)” 조세나 그 납부에 관하여 고의로 포탈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109) United States v. House(W.D.Mich.1985)

110) Sansone v. United States(S.Ct.1965)

111) CAMILLA E. WATSON, 앞의 책, 345면

112) United States v. Nunan(2d Cir.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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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벌권 발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위 조항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

적이어서 그 문언만 보아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미국은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형벌권 발동의 경계를 확정하고 있

는데, 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과 그 밖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

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조세포탈의 고의(Willfulness)”와 “적극적인 행

위(affirmative act)”를 들고 있다. 이러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우

리 대법원의 태도와 상당히 유사한데,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Spies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설시한 적극적인 행위 7가지(① 이중장부의 작

성, ② 거짓 항목과 변경, ③ 위조된 송장 또는 문서, ④ 회계장부 또는

기록의 파괴, 재산 또는 소득원천의 은닉, ⑥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여겨

지는 기록의 작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업무처리, ⑦ 그 결과로

호도하거나 숨길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대체로 우리 대법원에서 판시

하고 있는 사전소득은닉행위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

은 형벌권 발동의 요건으로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조세포탈의 고의”에

보다 방점을 두는 반면(“적극적인 행위”는 “포탈의 증표”로서 “조세포탈

의 고의”를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113)), 우리나라는 “고의”보다는 “사

전소득은닉행위”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내국세법 제7203조와 제7206조

에서 고의에 의한 무신고 및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도 형사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위 조항들은 제7201조의 조세포탈죄를 입증하기 어려

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소득은닉행위

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형벌권의 공백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적극적인 행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형벌권의 공백

113) CAMILLA E. WATSON, 앞의 책,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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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경우도 법조문상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에 관한 별다른

정의 내지 제한이 없고, 어떠한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

는지에 관한 해석은 전적으로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죄 실행행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에 있어서는 도움

이 되지 않는다.

제3절 독일

1. 개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행위와 관련된 규정은 주로 1977년에 제정된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AO)} 제369조 내지 제412조에서 다루고 있

다114). 독일 조세기본법은 제제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범죄(Steurstraftat, 제369조～제376조)와 행정벌의 일종인 범

칙금의 대상인 조세질서범(Steuerordnungswidrigkeit, 제377조～제384조)

으로 구분한다.115) 그 중 조세포탈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조문은 조세기

본법 제370조이고, 실제 조세포탈죄를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

다. 한편 독일에서는 탈세에 관한 고의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점을 고려

하여 조세과실범을 처벌하고(제389조 이하), 미수도 처벌하며(제370조 제

2항), 자수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제371조)는 특징이 있다.116)

114) Seer, R., Wilms, A. L.. Surcharges and Penalties in Tax Law, EATLP International 

Tax Series vol. 14, 2016, 369면

115) 이동희, 조세범죄의 유형 및 조세범칙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을 중심으로, 2009, 18-19면

116) 오영근, 조현지, 앞의 글,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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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과세당국 또는 그 이외의 관청에 과세상 중대한 사실과 관련하

여 허위로 신고하거나 불완전한 진술(신고)을 하는 것

2. 협조의무에 위반하여 과세상 중대한 사실을 과세당국에 알리지

않는 것

3.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또한 이들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면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

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는 것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특히 중한 사건에서는 6개월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규모로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한 조

세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2.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3.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의 원조를 이용하는 경우

4.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조세상 이익을 얻은 경우

5. 제1항의 죄를 범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

가가치세 또는 소비세를 탈세하거나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을

2. 조세포탈죄

가. 법조문

조세기본법 제370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17).

117)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428-429면, https://dejure.org/

gesetze/AO/3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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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경우

6. 그가 단독으로 또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외국조세법 제1조 2절

에 명시된 대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또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제138조 3절에 따른 제3국-사(유럽연합

이나 유럽무역연합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개인이나 회사)를 조

세적으로 중대한 사실을 숨기는 데 이용하고 이 방식으로 계속

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조세적 이익을 취하는 경

우

④ ‘조세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조세가 없는 것으로 되거나 적정한

금액으로 또는 적정한 시기에 정해질 수 없게 하였다면 성립한

다. 이는 조세가 사전에 또는 사후심사의 유보 아래 확정되거나

또는 사후심사의 유보 아래 납세신고를 조세 확정과 동일하게

본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당하게 부여되거나 부당하게 조세상의

이익을 받는 환급도 조세상의 이익으로 본다. 범죄와 관련된 조

세가 다른 근거에서 사면을 받거나 또는 다른 근거에서 조세상

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은 충족된 것

으로 본다.

나. 구성요건

독일의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의 기본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행위를 할 것, ② 위 각

호의 행위를 통하여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을 취득

할 것, ③ 고의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행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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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신고’란 객관적 진

실에 반하는 신고를 의미하고, ‘불완전 신고’란 외견상 진실하고 완전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진실에 반하는 신고를 의미한다118). 행위자가 일정

한 사실관계를 신고하였다면 제1호의 ‘불완전 신고’에 해당하고, 신고의

무자가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미신고’에 해당한다.119)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중요한 사실’이란 과세권의

근본 및 지위에 영향을 주거나 과세권을 행사하는 세무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의 확정에 관련된 사실 외에도 조

세의 계산, 징수, 납부, 세금과 관련된 이익의 공여 등에 관한 사실을 포

함한다120). 한편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범의 형태로

범죄가 진행되는데, 그 전제가 되는 신고의무는 개별법에서 주어진다121).

형법상 일반론에 따른 의무도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

이 있다.

2) 세금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70조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행위를 통해서 세금과 관련된 이익을 부당하게 취해야 한다. 지배적인

견해는 이 규정을 결과범으로 해석하지만 침해범이라고 보지는 않는

다.122)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정당한 액수의 조세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가 된다.123) 한편 조세상의 이익을 부여한 법률

118) 이승식, 앞의 글, 36면

119) 이승식, 앞의 글, 36-37면

120) 김진원,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110-111면

121) 이승식, 앞의 글, 38면

122) 이승식, 앞의 글, 39면

123) 이승식, 앞의 글,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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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는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조세상의 이익이 부여된다

면 부당한 이익이 된다.124)

3) 고의

조세포탈죄의 경우에도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독일형법 제15조),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전체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

다.125) 독일 연방조세법원(BFH)은 행위자가 어느 정도 특정해서 조세청

구권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조세포탈죄의 고

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구체적인 조세상의 의무와 상세한 조

세의 종류를 알고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126)

4) 중한 사건

한편 조세기본법 제370조 제3항은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

다. 납세자가 제37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기본

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제370조 제1항 각 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제370조 제1항 위반의 경우보다 훨씬 가중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는 제370조 제3항의 경우 행위반가치 측면에서 보다 높은 가벌성이 인정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조세징수절차에서의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124) 이승식, 앞의 글, 41면

125) 이승식, 앞의 글, 42면

126) 이승식, 앞의 글,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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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확정 후 조세징수절차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세포탈의 대상이 ‘조세수입(Steuerinnahmen)’이냐, ‘조세채권(St

eueranspruch)’이냐의 견해대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세수입설은 당

연히 이를 긍정하나, 조세채권설은 원칙적으로는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127) 조세채권의 확정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Franzen)도

있으나 현재는 그 지지자가 없고, 현재는 독일에서 조세포탈죄의 보호법

익이 조세채권의 적정한 확정이 아니라 조세채권의 완전한 이행 자체라

는 점에 관하여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128) 따라서 정당하게 확정된 조

세채권이라도 경우에도 징수 단계에서의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를 통하여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독일기본법 주석서에서도

“조세포탈은 조사 혹은 징수절차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재

산관계에 대한 부정확한 진술을 통해 지불유예를 받는 것, 조세납부의무

자가 지불능력이나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대해 속

여 집행을 면하는 것 등이다. 제4항의 ‘조세를 감소시킨다는 것’의 해석

상 조세확정절차 밖에서 조세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고 서술하고 있다.129)

127) 좌등영명, “세제재법の구조と기능, 조세포탈행위に대する제재を중심とrして 2”, 법학협회잡

지 106권 8호 (동경대학법학협회 1989.7), 1469~1470면, 최동열, 앞의 글, 602-603면에

서 재인용 

128) 좌등영명, 앞의 글 1467면, 최동열, 앞의 글, 602면에서 재인용.

129) Franz Klein, "Abgabenordung Kommentar"(7판, 2000년), 1668면, 최동열, 앞의 글, 604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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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세질서범과의 비교

조세질서범 중 가장 중요한 조문은 조세기본법 제378조 제1항인데,

해당 조문은 납세자가 고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제370조 제1항을 위

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으로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가령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

세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세금조력자의 진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130) 나머지 조세질서범 규정들(조세기본법 제379

조 내지 제382조)은 탈세를 돕는 행위들을 규율하는 조항들이다.131)

3. 검토

독일은 조세기본법에서 『고의에 의한 1) 과세상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신고 내지 불완전신고, 2) 과세상 중대한 사실의 미신고, 3) 수입인

지 또는 수입증지의 미사용』을 형벌권 발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독

일 국세기본법 조문을 비교하여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죄

와 조세질서범 사이의 경계선은 명확한데, 그것은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제370조 vs 제378조).132)

독일 조세포탈죄의 뚜렷한 특징은 그 구성요건으로 사전소득은닉행위

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전소득은닉행위’와 결

부되지 않은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의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하

지 않는 우리 조세포탈죄와는 뚜렷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30) Lars P.Feld 외 2인, Tax Evastion, Black Activities and Deterrence in Germany, IIPF, 

2007, 13면

131) Lars P.Feld 외 2인, 앞의 글, 13면

132) Lars P.Feld 외 2인, 앞의 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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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독일 국세기본법은 조세포탈죄에 가중구성요건(제370조 제3항)을

마련하여, 허위・불완전신고 내지 무신고와 함께 제37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가 결부될 경우 훨씬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370조 제3항

각 호의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 조세포탈죄의 사전소득은닉행위와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특히 제4호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는

우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5호(계산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와 그 적용범위가

유사하다. 가중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특징은 공동체구성원의

가치관 내지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제370조 제3항 각 호를 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제370조 제3항 제5호는 2008. 1. 1.부터 추가되었고,

같은 항 제6호는 2017. 6. 25. 새롭게 추가되었다.133) 이와 같은 입법형식

은 형벌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의 근거를 마련해놓은 우리나라의 조세포탈죄 규정과

차이가 있다.

독일의 조세포탈죄는 입법형식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조세포탈죄와 차

이가 있지만 그 적용결과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 즉, 미국의

경우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조세포탈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되,

“적극적인 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내

지 무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처벌규정(내국세법 제7203조, 제7206조)

을 적용하는 반면, 독일은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를 조세포

탈죄로 처벌하되, 제37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가 결부될 경우 가중처벌

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행위”와 제37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 사이에 차

133) https://dejure.org/gesetze/AO/3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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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지만, 미국과 독일 모두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를

형벌권 발동의 마지막 그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의 판단기준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조세포탈죄 조문과 비교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그러나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과소신

고 내지 무신고를 형벌권 발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우

리 대법원의 해석론과 정면으로 대치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무

리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에 차용하는 것은 부적절하

다. 한편 독일 국세기본법 제370조 제3항에서 가중적 구성요건을 열거방

식으로 규정하고, 공동체구성원의 가치관 내지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제370조 제3항 각 호를 추가하는 방식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

서 눈여겨볼 만하나 위 조항은 제370조 제1항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전제

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가중적 구성요건 구조를 택하지 않는 우리 법

제에 특별히 시사점을 주지 않는다.

제4절 일본

1. 개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법과 같은 조세범처벌을 위한 하나

의 통일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각각의 범죄유형과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134). 일본의 세법학에서는 조세

범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직접 침해하는 탈세범과 국가의 조세확정권한

134) 김진원, 앞의 글, 111면, 김진수‧김정아‧마정화,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

원, 2007, 3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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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법

제159조(신고소득세를 면하는 등의 죄)

및 징수권의 정상적인 작용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조세

위험범으로 나뉜다고 설명한다.135) 일본 조세범처벌제도의 특징은 동일

한 유형의 조세범죄라고 하더라도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 여부에 따라

실체법 또는 절차법상 달리 취급하는 점이다. 가령 직접세 탈세범의 경

우 기수만을 처벌하는 반면, 간접세 탈세범은 미수, 예비까지 처벌하고,

직접세 조세사건에서는 통고처분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간접세 조세

사건에서는 통고처분제도가 인정된다136). 이 중 우리법의 조세포탈죄에

상응하는 일본 법인세법 제159조, 소득세법 제238조와 제239조, 소비세법

제64조, 상속세법 제68조 및 소득세법 제241조, 법인세법 제160조를 중심

으로 살펴본다.

2. 조세포탈죄

가. 법조문

조세포탈죄에 관하여는 일본 법인세법 제159조, 소득세법 제238조와

제239조, 소비세법 제64조, 상속세법 제6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

통적으로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偽りその他

不正の行為)’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면하거나137)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135) 金子, 租稅法, 홍문당, 2012, 1007면

136) 김진수‧김정아‧마정화, 앞의 글, 35면, 이동희, 앞의 글, 23면

137)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납세의무를 피한다는 의미, 즉 포탈의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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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제74조 제1항 제2호(확정신고에

관한 법인세액).....에 규정된 법인세액에 있어 법인세를 면한.....경우에

는 법인의 대표자(인격 없는 사단의 관리자를 포함한다), 대리인, 사용

인 기타 종업원으로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혹은 이것을 병과한다.

일본 소득세법

제238조(신고소득세를 면하는 등의 죄)

①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제120조 제1항 제3호(확정신고에

관한 소득세액).....에 규정된 소득세의 액에 있어서 소득세를 면한.....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혹은 이를

병과한다.

나. 구성요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 ② 법

률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 ③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 ④ 조세포탈의 고의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

가) 일본최고재판소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써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

는 위계 그 밖의 공작을 행하는 것’{最(大)判 昭和 42년 11월 8일 日刑集

21권 9호 1197항}이라고 판시하였고,138) 또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는

138) 金子, 앞의 책 10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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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허위 기재, 이중장부의 작성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

는 행위‘를 의미한다(最判 昭和 24년 7월 9일 日刑集 3권 8호 1213항, 最

判昭和 38년 2월 12일 日刑集 17권 3호 183항)고 판시하였다139).

나)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일본최고재판소는 단순무

신고 내지 단순과소신고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태도를 취했다.

즉, 일본최고재판소는 1949. 7. 9.(昭和 24년)자 판결에서

“현행법하에서도 무신고 그것을 범죄로 하는 명문규정은 없을 뿐만 아

니라 무신고를 범죄로 하는 취지는 현행법상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 현행법 제69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면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적극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만약 사위 기타 부정한 행

위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무신고하여 소득세를 면한 자는 물론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소위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는 이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고 판시140)하여 단순무신고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위 판결을 계기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조세포탈죄

와 별개로 단순무신고죄가 규정되었다.141)

139) 金子, 앞의 책 1009면

140) 日本 最高裁判所 昭和 24年 7月 9日 昭和24(れ)893所得稅法違反,刑集 第3券 第8号,1213面

141) 이승식, 앞의 글 54면

     일본 소득세법 제241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0조 제1항(확정소득신고).....규정에 따른 신

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황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일본 법인세법 제160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제74조 제1항(확정신고).....규정에 따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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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일본최고재판소는 1973. 3. 20.(소화 48년) 자 판결(刑集 27

권 2호 138면) 등에서

“진실의 소득을 은폐하고 그것이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

하여 소득금액을 고의로 과소하게 기재한 내용 허위의 소득세확정신고서

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단순한 소득불신고의 부작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시142)하여 단순과소신고의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 한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적극적 행위여야 하는지

와 관련하여 일본최고재판소는 1967. 11. 8.(소화 42년)자 판결에서 「포

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의 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어떠한 위계 기타 공작을 행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는 등

조세포탈행위가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라) 나아가 조세의 징수만을 불가능케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하급

심판례 중에는

“법인세법 제159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정행위’란, 포탈의 의도, 즉,

정당세액의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그 수단

으로서 세의 확정부과 또는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 같은 위계 기타의 공작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이 상당하다(최고재판소 1967. 11. 8. 대법정판결 참조). 그리하여 일단

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황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142) 日本 最高裁判所 第3小法廷 昭和 48年 3月 20日 昭和46(あ)1901所得稅法違反, 判決,刑集 

第27券 第2号, 138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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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세액으로 법인세의 확정신고를 할 작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법인세

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그 수단으로서 세의 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

하게 하는 공작을 하는 것은, 동법의 부정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

으면 안된다. … 법인세를 정당세액에서 신고기한 내에 확정시켰을 경우

에도, 사전의 부정의 행위에 의하여 세를 면하면, 법인세법 제159조 제1

항의 포탈죄가 성립하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한 판례143)가 있다. 즉 일본도 조세채권을 정당하게 확정시켰으

나 징수만을 불가능케 하는 행위를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라고 한다.144)

2)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납부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부정하게 세액을 환부 받는 것을 의

미한다. 일본의 개별 세법은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수시기를 언제로 볼지에 따라 확정시설과 납기설로

나누어져 있다. 확정기설은 법정기간 내에 조세채권을 확정시키지 않음

으로써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 납기설은 법이 정한 기

간 내에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

으로 본다.145)

이에 대하여 판례는

143) 동경고재 1984. 3. 28. 소 58년(う) 제1270호 판결

144) 최동열, 앞의 글, 611면

145) 이승식, 앞의 글, 56면, 최동열, 앞의 글, 608-6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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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범은, 나라의 과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며, “세를 면한

다”는 것의 본질은, 조세 채권의 정당한 실현이 저해(저지)되는 것, 조세

채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에 의하여 국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

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데에 있고, 조세 채권채무의 확정절차는, 조세 채

권의 실현 즉 조세 채무의 이행 또는 그 강제의 전제를 이루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

고 판시146)하였고, 이 판시는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

듯 일본에서도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은 조세채권의 정당한 확정 자체가

아니라 납기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조세채권의 현실적인 수입으로 보고

있다.

3. 검토

일본의 조세포탈죄는 개별세법에 형사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그 입법형식에 차이가 있지만, 그 문구147)나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

라의 조세포탈죄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최고재판

소는 단순무신고의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

으나(이 점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다), 단순과소신고의 경우에

는 그 자체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일

본 최고재판소에서 단순무신고와 단순과소신고를 구분하여 다른 결론에

146) 동경고등재판소 소화 62. 3. 23. 소화 61(う779호 판결 참조

147)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사실상 동일한 문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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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이유는 양자가 단순히 양적 차이가 있는 행위로 보지 않고, 질적으

로 다른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 최고재판소는 신고행위 외에

반드시 별도의 적극적인 행위’가 결부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

소득은닉행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일본은 소득세법 제241조,

법인세법 제160조에서 단순무신고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하는 규

정을 별도로 마련148)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무신고 및 단

순과소신고는 행정벌의 대상이 됨을 별론으로 하고 형벌권 발동의 대상

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도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비세법, 상속세법 등 개별 법률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형벌권 발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문

제는 위 법률문구만 보아서는 어떠한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와 같은 예시조항조차 없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의 문제가 더 심할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일찍부터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써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공작을 행하는 것’이라거나 ‘장부의

허위 기재, 이중장부의 작성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라는 확립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위 판시의 경우도 ‘그 밖의 공작’이

나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개별 행위에 관한 구

체적인 판단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다.

148) 다만 일본 국세청의 통계를 보더라도 단순무신고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241조, 법인세법 

제160조 위반을 별도의 목차로 구분해놓지 않았다. 다만 그 의미가 위 각 조항이 사문화되

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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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세포탈죄의 경우도 법조문상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에 관한

별다른 정의 내지 제한이 없고, 어떤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은 전적으로 법원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조세포

탈죄의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5절 프랑스

1. 개관

조세질서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일반조세법전(Code génér

al des impôts, 이하 ‘CGI’라고 함) 제2부 제2장에서 행정벌과 형사벌 규

정을 두고 있고.149),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항은 제1741조부터 제175

3조 B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죄에는 일반형법(Code pénal)이 그대

로 적용되고 절차법으로는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LPT)를 두고

있으며, 일반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에 의해 보충된

다.150)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조세를 고의적(intentionnel)으로 포탈(soustr

action)하거나 포탈을 기도한 경우에 사법부에 고발할 수 있고, 조세포탈

의 구성은 형법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물건의 은폐’와 ‘포탈의 고의’로

구분된다.151)

2. 조세포탈죄

149) 이동희, 앞의 글, 24면

150) 이천현, 조세형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 43면

151)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4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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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명시된 특정 조항들과 별도로, 고의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tax

base)의 일부를 감추거나, 무자력상태를 조장하거나, 세금환급을 방해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frauduleusement) 이

법률에 규정된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확정(établissement) 또는 납

부(paiement)를 포탈(soustrait)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자는 독립적으로,

세법상 적용가능한 제재와 50만 유로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위 범행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거나 아래와 같은 수단으로 행해질 경

우 형벌은 2,000,000유로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질 수 있다.

1. 해외 기관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계약을 체결

2. 해외에 자연인, 법인이나 기타 기관을 통한 명의대여

3. 형법 제441-1조의 의미 내에서 허위 신원 또는 거짓 서류의 사용

또는 기타의 위조

4. 거짓으로 세무주소를 해외에 정하는 것

5. 거짓 기관을 통한 가짜 행위 또는 명의대여

그러나 탈세액이 과세액의 10% 또는 153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

는 형사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가. 법조문

프랑스 조세포탈처벌규정은 일반조세법전(CGI) 제1741조에 기재되

어 있다.152)

15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69577&date

Texte=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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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131-26조 및 제

131-26-1조에 따라 시민권, 민법과 가족법에 의거한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한 재판소는 형법 제131-35조 내지 131-39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

라 공표된 판결을 게시하고 배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범인 및 공범이 행정 및 사법기

관에 다른 범인 및 공범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경우 그들의 형기

를 반까지 줄일 수 있다.

나. 구성요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납세자의 고의(intention)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①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의 일

부(단, 수입의 10% 또는 153유로를 넘어야 한다)를 감추거나, ③ 무자력

상태를 조장하거나 ④ 세금환급을 방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리스트는

제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153)

또한 위와 같은 범법행위가 조직적으로 행해지거나, 일반조세법 제

1741조 각 호에 기재된 방법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검토

프랑스는 일반조세법전 제1741조에서 『고의로, ①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tax base)

153) Seer, R., Wilms, A. L.. 앞의 책, 344면



- 75 -

의 일부를 감추거나, ③ 무자력상태를 조장하거나, ④ 세금환급을 방해하

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의 확정 또는 납부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를 형벌권 발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일반조세

법전 제1741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의 대표적인 유형 4가

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일반조항에 해당하

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입법형식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요건

으로 하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부정한 행위’의 예시를 열

거하는 우리나라의 조세포탈죄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부정행위”의 적

용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소득은닉행위를 요구하는 우리 조세

포탈죄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 고의에 의한 미신고행위나 무자력상태를

조장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도 독일과 같이 조세포탈죄를 기본구성요건과 가중구성요

건으로 구분하고, 특정 행위태양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위조를 한

경우 내지 해외거래를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일종의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데,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

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그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불법적

으로”라는 일반조항의 문구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그 문언만 보아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프랑스의 법조문도 조세포탈죄 실행행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

을 설정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제6절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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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

제144조(소득세 포탈죄)

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소득세 포탈(the fraudulent evasion of

income tax)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자는 약식기소의 경우 6월 이하의

1. 개관

영국의 조세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두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

는 비의도적인 납부지체와 같은 경범죄로서 이는 행정벌(civil penalties)

의 대상이 되고, 다른 하나는 고의적 또는 부정한 탈세와 같은 중범죄로

서 형사범의 대상이 된다.154) 형사범의 경우 일반 형법, 보통법, 재정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고, 그중 조세포탈의 경

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법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55)

2. 조세포탈죄

가. 법조문

조세포탈죄에 관하여 재정법(Finance Act 2000) 제144조, 세액공제

법(Tax Credit Act 2002) 제35조,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Act

1994)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의도적으로 조세포탈

(fraudulent evasion)에 관여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154) Seer, R., Wilms, A. L.. 앞의 책, 712면

155) 김진수‧김정아‧마정화, 앞의 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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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법정상한액의 벌금(현재 5천 파운드, 병과 가능)에 처하고,

정식기소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무제한, 병과 가능)

에 처한다.

세액공제법

제35조(사기)

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한 사기적 행위

(fraudulent activity)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자는 약식기소의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상한액의 벌금(현재 5천 파운드, 병과 가능)에

처하고, 정식기소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무제한, 병

과 가능)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2조

(1) 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the fraudulent

evasion of VAT)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자는 약식기소의 경우 6월 이

하의 징역 또는 위반한 세액의 3배나 법정상한액 중 높은 금액의 벌

금(병과 가능)에 처하고, 정식기소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무제한, 병과 가능)에 처한다.

(2) 위 (1)항 내지 아래 (8)항에서의 부가가치세 탈세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a) 부가가치세의 납부

(b) 이 법의 35조, 36조, 40조 또는 1983년 법의 22조에 따른 환급

(c) 제13조 (5)에 의한 규정에 따른 환급

(d) 39조의 따른 상환

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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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계획적인 의도(deliberate

intent)156)157)와, ② 조세포탈에의 관여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

데 ‘세금관리법(Taxes Management Act 1970)’ 제95조는 납세자가 의도

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허위의 장부를 작성한 경

우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결국 허위신고 내지 허위장부작성의 경

우에는 세금관리법 제95조와 위 조세포탈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영국국세청(HMRC)은 중대한 사건에 한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보통의 경우는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영국국세청이 형사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등 소송준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

라고 한다.158) 영국국세청이 일반적으로 형사고발을 고려하는 사건의 예

로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들어져 있다.159)

- 조세 체계를 공격하는 조직화된 범죄집단 또는 과세표준을 심각하

게 위협하는 손실을 초래하는 조직적 사기가 있는 경우

- 현저하게 허위인 진술이나 현저하게 허위인 장부가 민사 조사 과정

에서 제출된 경우

- 탈세계획을 위하여 허위 또는 뒤바뀐 장부를 근거로 쓰거나, 그러한

근거나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 고의적인 은닉, 기만, 공모, 부패가 의심되는 경우

- 허위 또는 위조된 장부의 사용이 포함된 경우

- 금지와 제한을 위반한 수출입이 포함된 경우

- 불법자금을 돈세탁하는 경우

156) 안경봉, 앞의 글 10면

157) 법률용어사전에서 ‘“Willful"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intentional"의 

의미로 쓰인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미국법의 “고의”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158) 김진수‧김정아‧마정화, 앞의 글, 30면

159) Seer, R., Wilms, A. L.. 앞의 책, 7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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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 영국국세청 문서의 절도, 오용, 합법적 파괴의 경우

- 국내외를 불문하고, 영국국세청의 관리 밖의 범죄를 포함한 광범위

한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3. 검토

영국은 199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개별 세법에서 조세포탈죄를 마련

하지 않았고, 위조법(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세금관리법

（Taxes Management Act 1970), 절도법(Thefe Act 1968), 위증법

(Perjury Act 1911) 등에서 허위신고, 허위회계, 허위장부작성, 위조 등

소위 ‘사전소득은닉행위’로 분류되는 행위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였

다. 1994년 부가가치세 포탈죄가, 2000년 소득세 포탈죄가, 2002년 세액

공제를 통한 조세포탈죄가 신설되었으나, 위 각 조항의 구성요건은 추상

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문언만 보아서는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어떤 행위가 조세포탈

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영국국세청에서 이를 판단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조세포탈죄의 경우 입법형식부터 우리 법체계와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법조문상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에 관한 별다른 정의 내

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세포탈죄 실행행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하는 논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7절 호주



- 80 -

1. 개관

호주의 조세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크게 행정벌(administrative

penalty)의 일종인 벌과금과 형사벌로 구분된다. 조세포탈죄와 같이 국가

의 조세채권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는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외 세

법상 규정 위반행위는 ‘조세관리법(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에서 규율하고 있다.160)

2. 조세포탈죄

호주 형법은 기망에 의해 국가로부터 재산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같이 행위에 참여하여 재산상 이

득을 취득하는 자는 12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포탈은 ‘외부자에 의한 조세포탈’과 ‘내부자에 의한 조세포탈’로 구

분하는데, 먼저 ‘외부자에 의한 조세포탈’은 세무공무권을 제외한 납세자,

계획적인 조장자에 의하여 일어나는 포탈행위로서, 그 실행행위의 구체

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161)

① 세금신고서상 항목(특히, 소득)을 부당하게 누락하는 경우

② 발생하지 않은 공제, 비용, 환급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받을 자격

이 없는 공제, 비용, 환급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③ 노령연금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부정확한 개인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세무서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정확하지

않은 신고서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160) 김진수‧김정아‧마정화, 앞의 글, 42-43면

161) ATO, Corporate Management Practice Statement Fraud Control and the Prodecution 

Process, 2007(www.ato.gov.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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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당하게 노령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

⑤ 부당하게 유류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⑥ 환급청구를 위해 부당하게 허위의 세금납부증을 만드는 경우

⑦ 소비세 용도로 원재료 구입을 적게 기재하는 경우

⑧ 부당하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

지 않는 것과 같이 부당하게 세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⑨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지속적인 지급불능상태를 이용

하는 경우

⑩ 취득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의적인, 체계적인 이득의

취득

⑪ 미수, 예비, 공모를 포함하여 기타 위에 언급된 경우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외부자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위 항목들과 우리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비교․분석해 보면, 위 항목들 중 (1) ①, ③, ⑧후단의 경우에는

사전소득은닉행위와 결부되지 않는 한 단순과소신고 내지 단순무신고에

해당하여 우리 조세범 체계에서는 불가벌이다. (2) ②, ④, ⑤, ⑩의 경우

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과 유사하고, 여기서는 ‘부당하게’라는 문

구의 해석이 문제될 것이다. (3) ⑥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

(4) ⑦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5) ⑧전단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항, (6) ⑨는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에 각각 대응한다. (7)

한편 ⑪과 관련하여 우리 조세포탈죄에서는 미수, 예비 처벌규정이 없으

나 공범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내부자에 의한 조세포탈’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저지르는 포탈행

위로서 그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승인 없이 세무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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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사유재산, 각종 재산권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작은 액수의 현금을 훔치는 경우

- 세무서시스템이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이익을 얻기 위해 세무서의 프로세스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

거나 조작하는 경우

- 인가 없이 개인적 용도를 위해 세무서에 속한 재산을 가져오는 경

우

‘내부자에 의한 조세포탈’은 ‘조세포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실

질을 보면 우리 조세범처벌법에서 의율하고 있는 ‘조세포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검토

호주는 조세범처벌에 관하여 ‘조세관리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 같으나, 조세포탈죄의 경우 형법에

서 별도로 처벌조항을 규율하는 점은 차이가 있다.

한편 호주의 조세포탈죄는 미국과 같이 그 본질을 ‘국가에 대한 기망’

으로 보는 듯하다. 다만 호주의 조세포탈죄의 경우도 법조문상 조세포탈

죄의 실행행위에 관한 별다른 정의 내지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호주 국

세청에서 든 ‘외부자에 의한 조세포탈’의 예시로 ‘기타 위에 언급된 경우

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어 조세포탈죄

실행행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논의에는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8절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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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비교

가. 입법형식

조세포탈죄의 입법형식으로는 하나의 법률에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통합입법방식과 개별 법률에 해당 규정을 규정하는 개별입법방식으로 나

눌 수 있다. 우리나라(조세범처벌법)나 미국(내국세법), 독일(AO), 프랑

스(CGI), 호주(조세관리법)의 경우에는 통합입법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

면에, 일본이나 영국은 개별입법방식을 택하고 있다. 어떠한 입법형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조세포탈의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형식에 따른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형벌권 발동의 기준

우리나라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조세

포탈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

가 형벌권 발동의 기준이 되고, 다만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내국세법상으로는 조세포탈의 실행행위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in any manner), 구체적인 실행행위보다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형벌권 발동의 기준이 된다. 이는 미연방대법원의 ‘의회는 납세

자가 규정된 행위방식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되지

않도록 고의를 구성요건에 포함시켰다.’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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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실행행위

한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미국 어떠한 방법(법조문상 방법상의 제한이 없음)

방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affirmative act)’도 고의를 입증

하기 위한 “포탈의 증표”일 뿐이다.

독일의 경우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만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때

문에 사실상 조세포탈죄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독일은 중과실에 의

한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행위를 구분하여 조세질서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

가 형벌권 발동의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는 ‘①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 세금을 내야하는 수입의 일부(단, 수입의 10% 또는 153유로를 넘어

야 한다)를 감추거나, ③ 무자력상태를 조장하거나 ④ 세금환급을 방해

하는 행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조세포탈 여

부를 판단한다. ① 내지 ④는 ‘기타 부정한 방법’의 예식일 뿐이다.

한편 주요국들은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에 관해서도 이

를 ① 조세포탈죄로 의율하거나, ② 과소신고의 경우에만 조세포탈죄로

의율하거나 ③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를 조세포탈보다 가볍게 형사처벌하

는 별개의 조항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

주요국의 경우에도 형벌권 발동의 근거로 주로 조세포탈죄에서 찾고

있으므로,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에 관한 입법례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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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과세상 중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로 신고하거나 불완전한 진

술(신고)을 함

협조의무에 위반하여 과세상 중대한 사실을 과세당국에 알리지

않음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음

일본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

프랑스

①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 세금

을 내야 하는 수입의 일부(단, 수입의 10% 또는 153유로를 넘어야

한다)를 감추거나, ③ 무자력상태를 조장하거나 ④ 세금환급을 방

해하는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

영국 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조세포탈에 의도적으로 관여

호주 기망에 의해 국가로부터 재산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

주요국에서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은 ① 객관적 실

행행위를 특정하지 않는 방식(미국, 영국), ② 구체적으로 실행행위를 기

재하는 방식(독일). ③ 추상적으로 실행행위를 기재하는 방식(나머지 국

가들)으로 나뉜다. 유일하게 독일의 경우만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하고 있으나, 독일은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만으로도 조세포탈죄의 성립

을 인정하고, 다른 나라에서 조세포탈의 실행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

을 가중적 구성요건 단계에서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2. 검토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

과세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없

다. 조세포탈죄를 고의범으로 보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조세포탈의 고

의를 요구하는 점도 같다. 다만 조세포탈의 실행행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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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는 국가별로 납세환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주요국의 조세포탈처벌규정 가운데 구성요건의 명확성 측면에서 가장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례는 독일의 조세기본법이다.

독일의 경우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에 추상적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납세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문만 보고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국세기본법은 기본적

으로 고의에 의한 단순무신고 내지 단순허위신고를 형벌권 발동의 기준

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필수요건으로 삼고 있는

우리 조세포탈죄의 해석기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편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국의 입법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밖

에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들과의 명확한 구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조세포탈죄의 ‘부정한 행위’를 판별

하는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제5장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

제1절 개선방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은 부정한 행위

의 외연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수범자의 입장

에서 대법원의 문구만 봐서는 어떠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답할 수 없다. 입법자는 이와 같은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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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을 신설하여 대법원의 해석론을 수

용하는 동시에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일반조항(부정한 행위)이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

이고, 위 일반조항이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예시들을 포괄하는 기

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죄 실행행위의 불명확성 문제는 여

전히 남아있다. 나아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조세포탈죄의 실행행

위, 즉 ‘부정한 행위’를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조세포탈죄도 일종의 형법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그 해석기준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포탈

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부정한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행위가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형벌권 발동의 기준으로 되고, 국민의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162)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이미 2010. 1. 1. 조세범처벌법을 전면개

정하면서 제3조 제6항에서 예시적 입법형식을 통하여 부정한 행위의 의

미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판례에서 축

적되어 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식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

거함으로써 수범자들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의 문구는 같은 항 제

1호 내지 제6호를 포괄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기준을

162) 특히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특정범죄 가

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같은 항 제2호)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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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의 개선방안

1.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가.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

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163) 명확성의 원칙은 일반 국민에게

행위의 가벌성에 관하여 예측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그의 행동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그 법규를 운용하는 국가기관의 자의와 전횡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164) 법률이 불명확할수록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법집행이 가능해지고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명확성에 관한 판단원칙에 관하여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

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

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

16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164) 헌재 1997. 3. 27. 선고 95헌가17 결정,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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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ㆍ집행하

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

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는 판단기준을 제시한다.165)

나. 명확성의 원칙과 입법기술상의 한계

명확성의 원칙상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하

여 구성요건을 기술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표현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질상 다소간 추상적이고 보편적으로 기술되고 또

어느 정도 유형화, 추상화된다거나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166) 법규에서 예상가능한

모든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복잡·다기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서 일어날 수 있는 다종·다양한 행태나 경제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새로

이 창설되는 양상들을 모두 포섭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입법기술 상의 한계 때문에 사용되는 일반개념으로 인하여

개별 사안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입법기술 상의 한계로 일반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일지라

165)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166) 하태훈,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4,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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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새로운 해석기준의 제시

가. 논의의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예시적 입법

형식을 택하였으므로, 개별적인 예시규정(제1호 내지 제6호)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제7호)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고, 나아

가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조항에서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1호 내지 제6호를

포괄할 수 있는 제7조의 해석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나. 새로운 해석의 시도 –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

부정(不正)한 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올바르지 못한 행위’이다. 법적

인 의미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법질서에 의하여 부정적(否定

的)인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의 ‘부정(不正)한 행위’에는

‘위법167)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 모두 법

167) ‘위법’과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으로 ‘불법’이 있다. ‘위법’은 규범과 행위의 충돌을 의미

하는 반면(관계의 개념), ‘불법’은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고 법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된 

반가치 자체(실체의 개념), 즉 위법한 행위 자체이다(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1, 

208-209면). 본문에서는 ‘부정한 행위’의 대구로서 ‘행위’를 수식하는 개념이 필요하므로, 

‘위법한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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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이고 부정적인 내용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당한 행위’

라는 말은 그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 쓰이기에 적절치 않다. 더구나 세

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행위의 구체적 유형에는 말하자면 다양한 '스펙

트럼'이 존재하는데, 그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형벌권 발동의 요건으로

삼는다면 가벌성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범죄자를 불필요하게 양산

할 우려가 있다. 한편 위법한 행위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실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이념, 조리, 사회상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단순

히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형벌권 발동의 요건으로 삼는 경우에도 형

벌권 발동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를 개정한다면,

‘부정한 행위’라는 말의 범주에서 ‘부당한 행위’를 제거하고 남은 ‘위법한

행위’를 중심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좁은 의미의 위법 개념을 사용한 구성요건요소를 포함시켜 부정한 행위

의 외연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선택 가능한 행동 대안 중에서 조세를 절감하는 방

안을 선택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보장된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님

에도, 그 자체로는 실정법상 금지되지 않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형사처벌

을 받는다는 결론은 납세자에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각 행위도 ‘세법 기

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다. 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

항에서 공통된 요소를 추출하여 제7조의 해석기준으로 삼는다는 목표와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기준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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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하에서 이 점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

짓 기장)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168)은 납세자에게 각 세법에

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할 의무

를 부여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2조169)와 소득세법 제160조170), 부가가

치세법 제71조171)에서도 장부의 기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

장부의 작성을 비롯하여 장부를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이러한

(성실) 기장의무에 관한 세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러한 의미에

서 방금 살펴본 ‘위법’의 개념에 들어맞는 행위인 것이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

성 및 수취)와 관련해서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172)에서 납세자는 각 세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6조173)와 소득세법 제160조의

2174) 역시 증거서류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으로 거래

168)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

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69)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70)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

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

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71)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

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72)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

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73)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

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

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74)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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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증빙이나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장부와 기록의 파기)와 관련해

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175)에서 장부와 증거서류의 보존의무를 규정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2조, 제116조, 소득세법 제160조, 제160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71조도 이와 유사하다. 또 조세범처벌법 제8조176)는 장

부 또는 증빙서류의 소각 파기 은닉한 자를 따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

라서 제3호가 말하는 장부나 기록의 파기행위 역시 실정법이 정하는 의

무에 위반한다는 요소를 공유함이 분명하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

래의 조작 또는 은폐)는 그 의미에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은닉’이

나 ‘은폐’, ‘조작’과 같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명의신탁 또는 차명거래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17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179), 부동산등기 특별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

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75)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

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76)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

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

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7)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8)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

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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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 제2조180) 등에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 나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

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고 한다)의 조

작}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181)은 납세자의 장부 작성 및 비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2조182)와 소득세법 제160조183), 부

가가치세법 제71조184)에서도 장부의 작성 비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185)에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

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

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9)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0)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

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여야 한다.

181)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

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82)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83)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

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

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84)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

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85)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

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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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

6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

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체적 내용은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다.

다.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전소득은닉행위와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행위의 결합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행위’가 ‘포탈’이라는 문구에서도 당연히 도출되는 개념이라고 한

다면 결국 부정한 행위의 핵심요소는 사전소득은닉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

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

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

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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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도 결국 전부 사전소

득은닉행위의 예시에 해당한다.

1) 과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각 호의 행위들이 사전소득은닉행위라는 관점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항에서 공통된 요소를 추출하여

보면, 먼저 각 호의 행위들은 과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조

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본문은 각 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

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적 결과로서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각 호의 행위가 과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행위이어야 함은 분명하다. 즉 국가가 더 큰 액수의 납세의무가 있음

을 알고 부과 · 징수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만기 전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되파

는 영업을 하는 자가 경비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세무관련 근거서류를

매일매일 파기하여 전혀 남기지 않은 사안에서, “비용지출의 영수증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것이 폐기

되고 없으면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므로 이를 폐기한 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감추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과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2)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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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들

은 공통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중

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에 거짓 기장을 하는 행위(제1호), 거짓 증빙(계

약서, 영수증, 송장, 출고증 등은 이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외된다)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행위(제2

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 행위(제3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

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

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행위(제5호),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

비를 조작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제6호)가 과세권에 영

향을 미치는 ‘사실관계의 조작․은닉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그 내용상 분

명하다. 문제는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제4호)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중 제4호의 ‘재산’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서 일반재산의 은닉

에 과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4호의 ‘재산’

은 과세물건으로서의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은

닉’, ‘조작 또는 은폐’ 행위에 사실관계의 조작․은닉 외에 법적인 평가를

달리 보게 하거나 법형식을 남용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

건대 각 호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상 제4호의 ‘은닉’, ‘조작 또는 은폐’

사실관계 차원에서 가장의 외관을 창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옳

다.186) 법적인 평가를 달리 보게 하거나 법형식을 남용한 경우는 일반적

186) 윤지현, 앞의 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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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세회피 차원에서 논의될 것인데,187)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포탈로 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88)

라. 검토

이와 같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항에

서 공통요소는 (1)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와 (2) 과세권에 영향

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제7호의 ‘부정한 행위’ 역시 위 두 가지 표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1호 내지 제6호의 각

행위들도 위 두 가지 표지의 제한을 받는다. 정리하자면, 부정한 행위는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조작하

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기준을 따를 때 ‘사실관계를 조작․은닉’하는 행위라

는 말의 범위도 역시 불확실할 수 있으나 일단은 이 정도로 범위를 좁혀

놓고 그 범위에 대한 새로운 실무례, 판례를 형성하여 나가는 것이 지금

상태보다는 낫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론은, ‘사전소득은닉행위’의 개념을 중핵으로 하는 판

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구체적인 법

령에서 정하는 의무 위반을 요구함으로써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하고, 또 사실관계 자체를 조작, 은닉하는 경우와 사실관계는

그대로 공개하되 세법의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를 구별함으로써 형사처벌

의 범위가 조세회피의 경우에까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장점

187) 윤지현, 앞의 글, 8-9면

188) 이준봉․이재호,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조세학술논집 제30집 제3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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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종국적으로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개별 사안에서 금지된 조세포탈 행위가 무엇인

지 예측할 수 있게끔 위와 같은 새로운 해석기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해석기준이 현실에서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판례사안을 새로운 해석기준으로 재해석해보는

것인데,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제3절 대법원 판례의 검토

1. 논의의 방향

아래에서는 대법원에서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개별사안들189)을 검토하고, 여기서 대법원이 구체적 사안별로 내놓은 구

체적인 결론들이 결과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으로 삼더라도 실무상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의 개선

방안이 지금까지의 실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 대법원이 제

시한 것보다 더 명료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주식 명의신탁(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가. 사실관계

189) 특히 조세범처벌법이 전면개정된 2010. 1. 1. 이후 선고된 사건들 위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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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비상장법인 갑 주식회사190) 발행주식 중 일부를 1981년경

부터 1994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

였다.

2) 원고는 2008. 5. 2.경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소외 4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9.

경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주

식 명의자들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지급된 2004년

및 2005년 각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3. 9.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같은 달 11일 2005년 귀속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는 조세포탈범의 성립 여부가 직접 문제 되지는 않았지

만, 부정한 행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장기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졌다. 쟁점이 된 부분은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

르는 부수행위191)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위

190) 이하에서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실명이나 법인명을 ‘갑’, ‘을’ 등으로 바꾸어서 사용한다. 

191) 주식 명의자들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주식 명의자들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 

제출행위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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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명의신탁자가 198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

만을 들어 명의신탁자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가 징수·납부되었지만, 이는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명의

자인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한 결

과에 따른 것인 점, ③ 명의신탁자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지 않

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된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 양도방법으

로 처분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한 점, ④ 명의

신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다소 차이가 생겼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달라졌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명의신탁자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와 이에 뒤따르는 부

수행위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

다.”

고 판단하였다.

다. 평석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

항 제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유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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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과세관청으로부터 그러한 주식을 ‘은닉’하는 것이라고 봄에 큰 무리

는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1심 법원도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

하던 주식의 양도거래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봐야 한다.”

고 판단하였고,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대법원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에

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

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적극적 행위’라는 문구는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

와 별개의 행위라는 의미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대법원이 이와 같

이 판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체계상 주식의 명의신탁을 예외적으

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주주의 차명행위는 경제현실

상 다양한 이유, 가령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한 것이거

나 1인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법이다.192)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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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명의자가 그 재

산을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 따라 부과되

는 증여세는 일반적인 의미의 세금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제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93) 제재는 금지 또는 의무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한다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법은 납세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주식의 명의신탁만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2017두69991 판결로 돌아가면,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

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굳이 ‘목적’의 존부를 들어 부정한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는 이러한 논리가 은연 중에 내포되어 있거나 또는 생략되어 있다고 이

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대법원

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지라도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다. 이 같은 결론은 제1

호부터 제6호까지의 예시 규정을 제7호와 연관시켜 이해하여야 함을 의

미한다. 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제7호의 적용 범위를 추출

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대로 그러한 제7호의 핵심을 이루는 표지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항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는 것이다. 즉 방금 언급한 대법원의 판시는 이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석기준, 즉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것을 요구하는 것과 궤

를 같이 한다.

192) 안대희, 앞의 책, 363면

193) 이창희, 앞의 책, 1142~1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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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명 주식거래(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가.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05. 6.경 갑이 상장법인인 갑 회사를 인수한다는 정보

를 입수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갑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

수하고자 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 및 차명계좌인 공소외 48, 47 명의로 갑 회사

주식 95만 1,480주를 총 47억 3,462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총 166억

5,154만 원 상당에 매도함으로써 모두 119억 1,692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

을 얻었다.

3) 한편 피고인 및 피고인의 특수관계인이 동 회사에서 발행한 총

주식의 3퍼센트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이었다.194)

나.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은 차명 주식매매를 위한 양도소득세 포탈 여부가 문제된 사

안이다.

이에 대하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83 등)은

194) 이 사건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

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관련하여 그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제2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

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및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함

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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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4년경 을 회사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대량으로 매입하였다가 3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할 당시에도 양도소

득세 과세규정인 위 소득세법 조항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05. 6. 28.경 자신 명의의 갑 회사 주식 보유수량이 3%에 이르자, 공소

외 47 명의로 2005. 6. 29.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갑 회사 주식을 매수

하였다가, 다시 공소외 48 명의로 2005. 8. 4. 갑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2005. 말경부터 병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2에게 로비를 시도하여 2006. 5.경 이후에는 자신이 병 주식회사

보유주식(48%)을 인수할 것이 예상되자, 2006. 4. 21.부터 같은 달 27.까

지 공소외 48, 47 명의로 병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 피고인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면서 오로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과 국세기본법상의 특수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이지, 이외

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3개의 차명계좌

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다시 약 8개의 차명계좌로 입·출

금 반복하면서 이를 분산·관리하였던 점, ㉢ 과세관청으로서는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입·출금된 수표를 추적하지 않는 한 피고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차명계좌를 발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차명계좌의 개설시기와 목적,

차명인과의 관계, 주식거래의 규모, 거래자금의 관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단

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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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의 주식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로서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노2487)과 대법원(2010도1191)

도 이 부분 조세포탈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

였다.

다. 평석

이 사건도. 위 2.에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 원고의 차명 주식거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 및 매각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은닉’하는 것이라고 봄에 큰 무리는 없기 때문이

다.

한편,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주의 차명행위는 경제현실상 다양

한 이유, 가령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한 것이거나 1인

당 주식담보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다만, 세법은 납세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

롯된 주식의 명의신탁만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2010도1191 판결로 돌아가면, 피고인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의

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심도 피고인의 주

식 명의신탁 행위에 해당하는 주요 근거로 “오로지 소득세법에 따른 양

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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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를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이러한 논리가 은연 중에 내포되어 있거나 또

는 생략되어 있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 외 1심이 들고 있는

근거들(①, ②, ③, ㉡, ㉢)도 결국 피고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에 해당한다. 즉 1심의 판시(이를 인용

한 대법원의 판시)는 이 논문이 제시하는 새로운 해석기준, 즉 ‘세법 기

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일 것을 요구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4. 중간생략등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02. 5.경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를 대금 1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

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소외 1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 6. 8.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4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

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2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

받았다.

3) 소외 2는 2002. 7. 15. 다시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되, 위 대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

기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소외 3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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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사이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02. 8. 2. 소외 1과 소외 3이 있는 자리에서 소외 3으로

부터 잔금 21억 원을 지급받아 소외 1에게 그중 7억 원을 제1 매매계약

에 기한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소외 1과 소외 3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3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

하여 2002. 7.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소외 3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판결의 요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가 문제된 이 사건은 2.에서 살펴본 사건과 달

리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를 위장한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도 조세포탈범

의 성립 여부가 직접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의 개념을 사

용하고 있는 장기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가 다투어졌다. 쟁점이 된 부분

은 매수인이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도인과 최종 매수

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

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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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

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

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다. 평석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

고인에게 조세포탈 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

고 사전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195) 주식 명의신탁과 비교할

때, 양자는 모두 명의의 위장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주식 명의신탁의 경

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물건의 보유목적, 보유기간, 양도차액 등에 따

라 과세소득계산과 세율이 달라진다196)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으나,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세율 구간 차이

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이상의 조세포탈의 목

적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197), 제11

195) 대법원 1983. 13. 선고 83도1231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65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439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18 사건

196) 안대희, 앞의 책, 365면

197)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

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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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98)에서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그 목적을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를 가한

다는 관점에서 대법원의 태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

로운 해석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법에서 이를 제재하고 있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 유무

를 불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차명계좌(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 판결)

가.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07. 8. 22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 중구 유곡동 77 아성센터빌 501호를 을 주식회사에게 대금

5억 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경 위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갑 주식회사 소

유였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소 취하 합의금 명목으로 30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

금’이라 한다)을 받기로 한 후, 위 말소등기 소송을 취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아성센터빌 501호에 대한 매매대금 5억 원과 이 사

건 합의금 30억 원을 본인 또는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을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35억 원과 그에 따른

세액을 2007년도 법인세 납부기한인 2008. 3. 31.까지 관할 세무관서에

198)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

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

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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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나.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형사사건이다. 쟁점이 된 부분은 피고인이 호실 매매대금

과 이 사건 합의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를 부정한 행위

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

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

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

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

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

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

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있었다거

나 적극적인 소득은닉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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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석

차명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는 2.의 차명주식이나 4.의 중간생략등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

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건에서 일관되게, 차명계좌 이

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피고인에게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의도’는 어차피

그 자체를 입증할 수 없고 간접사실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차명계좌 사건에서 대법원의 기저에 깔린 판단은 차명계좌 이용행위

는 그 자체로는 적법하기 때문에 차명계좌 이용행위만으로는 부정한 행

위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해석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서 모든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포탈의 목적 또는 조세 탈루의 목적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199) 결국 대법원의

결론과 궤를 같이 하게 된다. 대법원에서는 ‘적극적 은닉의도’라는 표현

을 사용하지만(마찬가지로 ‘적극적’이라는 문구는 ‘별개의’라는 의미만 있

을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정한 행위로 본다는 것과 다르지 않

199)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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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대법

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가. 사실관계200)

1) 피고인은 회장실 재무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영국령 버진 제도

(BVI, 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버진 제도’라고 한다) 등 조세피난처

에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과 직원들은 위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갑 주식회사의 신

주인수권(이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 취득)과 주식을 취득하여 그

명의 차명 증권계좌로 관리하다가 그 중 일부를 매도하여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얻었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는 피고인 등을 대신하여 주

식을 취득하도록 할 특정한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흔히 ‘특수목

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이라 불린

다.

3) 피고인은 2007.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

세표준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나. 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는 조세포탈범의 성립 여부가 직접 다투어졌다. 쟁점이

된 부분은 피고인이 조세피난처인 버진 제도에 설립된 위 특수목적법인

20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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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매각하여 양도차익을 남기거나 배당을 받고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

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668 판

결)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오늘날 조

세피난처에 설립된 SPC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법규는 존재하

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BVI에 설립된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하

여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 점, ㉡ 동일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선택 가능한 행동대안 중 조세를 절감하는 방

안을 선택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보장된 자유인 점, ㉢ 국내

에서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거래를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

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는 등 원칙적으로 금지된 위

법행위인데 반해, 해외 SPC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행

위와 해외 SPC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같이 평가할 수 없

고,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 해외

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증권거

래를 대행하여 줄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

는 금융기관을 Global Custodian이라 한다) 위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금

융기관에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를 위임하게 되는바(국내 금융기관을

Local Custodian이라 한다),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한 국내 주식의 취득

이 금융기관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위와 같은 거래 방식에 따른 것이고,



- 115 -

이는 피고인 1이 소득을 은닉하기 위하여 계획하거나 창출해낸 것이 아

닌 점, ㉤ 이 사건 각 SPC 보유 계좌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는 피고인 1으로서, 해외 금융계좌 개설시 피고인 1의 인적사항

이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출자

구조를 다단계화 하는 방법, 귀속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 등의 적

극적인 행위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하여 주식을 양도하거나 배당을 받은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포탈죄에서 정한 부정행위

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회피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나, 조세회피 행

위를 넘어선 조세포탈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다. 평석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원심과 대법원에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행위를 조세포탈죄

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로

그와 같은 행위 자체를 금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는

점이다. 원심에서 나열한 사정들 중 ㉠, ㉡, ㉢은 모두 그와 같은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나아가 원심과 대법원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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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도, ‘불법적인’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필수구성요건요소인 사전소득은닉행위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넘어서 그

자체로 실정법에 의하여 금지된 불법적인 행위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

히 한 것이고, 이와 같은 태도는 위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7.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위반(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

도9906 판결)

가.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303호에서 “△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위 장소 등에서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동안 47,740,907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으므로 이

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

에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

를 파기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은닉하여 이자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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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조세포탈범의 성립 여부가 직접 다투어졌다. 쟁점이

된 부분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장부를 파기․은닉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은 혼자서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증이나

통장에 기재된 내역만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대여금을 추심하였고, 가끔

간단한 메모에 대부내역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모두 변제받으면

차용증 및 견질로 받은 어음을 반환해 주고 메모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

부업과 관련된 장부를 은닉하였거나 폐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임대수익에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은닉·폐기하

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

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 이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시이다.

반면에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

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

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

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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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

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

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 전제한 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

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

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

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였다.

다. 평석

종래 대법원은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

유로써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거나,201)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으나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거래내역 및 손익에 관한 기록을 컴퓨터 자료의 형태로 사실대로

유지·관리하여 온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202) 원심의 판단도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

20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93 판결

20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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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와 소득세법 제160

조, 부가가치세법 제71조에서도 장부의 작성 비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고, 더구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

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의 예시로 열

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해석기준에 따를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각종 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의무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사전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도 결론에 있어서 새로

운 해석기준과 일치한다.

8. 사업자등록의 위장(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가. 사실관계

1) 피고인은 처인 공소외 1, 처남인 공소외 2, 친구이자 직원인 공소

외 3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마치 그들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그 사업명의자별로 세금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고객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 매출 및 매출대금 수

금 현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에게 세무신고를 의뢰하

면서 위 프로그램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만을 건네주어 세무사로 하여

금 세무프로그램상 그에 맞춘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신고를 하도록 하였

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덤핑종이를 매수한 후 명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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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여 판매하고서도 그 매출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거래상대방과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본인 및 타인들 명

의로 개설된 14개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이 사건도 조세포탈범의 성립 여부가 직접 다투어진 형사사건이다.

사전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행위에는 크게 두 가

지가 있다. 즉 (i)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 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받은 행위, (ii) 세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과 지출한 급여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게 한 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신고 시 누락한 매

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약 62%에 달하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처럼 효율

적인 팀별 관리를 위해 다수의 계좌가 필요하였다면 사업명의자인 피고

인과 공소외 1, 2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명의까지 빌려 계좌를 개설

한 점, ③ 비용의 약 70%를 차지하는 종이를 구입함에 있어 매입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덤핑종이를 많이 구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무관서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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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이는데도 쉽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66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누락한 채 신고하였는바, 이는 매출의 축소신고에 따라

지출한 비용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 계좌를 통해 매

출금을 입금받고 세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과 지

출한 급여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 매출과 다른 내

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매출누락 또는 과소신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

며, 조세포탈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고 판단하였다.

다. 평석

종래 대법원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조세

포탈과 관련이 없는 때에는 그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는 태도를 취하였다. 경제현실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가 실제 많이 있고, 이 중 조세포탈의 의도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동기 때

문에 발생하는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203) 이에 대법원도 단순히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단순무신고 내지 단순과소신고와 같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

203) 고성춘, 앞의 책 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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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나열하고 있는 ① 내지 ③의

사정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

을 추정케 하는 것들이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

이므로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따를 때 당연히 사전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한

다. 이 외에도 대법원은 1개 사업을 사실상 혼자 영위하면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다수와 함께 공동 명의로 그 사업을 영위

하는 것처럼 위장한 경우(대법원 2009. 5. 28. 2008도7210)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인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여 과세특례자로서의 세액만을 납부하는 경우

(1984. 1. 31. 83도3085)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들 사

안도 위와 같은 맥락에 있다.

9. 첨부서류의 조작(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

결)

가. 사실관계

1) 피고인 2는 2005. 12. 5.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및 기본 재산을 143억 원에

매도하였다. 위 인허가권 등의 장부가액은 본래 82억여 원에 불과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60억 원 이상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15억여 원

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2) 이에 피고인 2는 기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세금 신고를 위임

하였던 세무사가 있었음에도 다른 세무법인의 사무장인 피고인 1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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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 주식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등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204),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3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06. 3. 22. 공

소외 1 주식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신고서에 첨부한

제출서류 중 2005 과세연도에 관한 합계표준 대차대조표에 본래의 장부

가액이 82억여 원인 위 인허가권 등 기본 재산의 가액을 142억여 원으로

허위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표준손익계산서에 유무형자산처분이익 등을

축소 기재하였으며, 아울러 그 이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

는 2005년 12월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에도 위 기본 재산 등의 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다.

4)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장부가액 142억여 원을 전제로 처

분이익이 56,481,418원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산출

세액을 35,294,641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는 조세포탈범의 성립 여부가 직접 다투어졌다. 쟁점이

된 부분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첨부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첨

부서류를 조작하는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

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

204) 이 사건에서 피고인 2는 본인의 종합소득세도 함께 해결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본 논문에

서 다루는 사안과 무관하므로 이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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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

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

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

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

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

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

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 전제한 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의뢰하게 된 경위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취한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인세를 포

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보기에 충분

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평석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와 더불어 개별세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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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된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더불어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

다(법인세법 제60조205), 동법 시행령 제97조206))

먼저 피고인들이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행위가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207)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

산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205)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6)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⑤ 법 제60조 제2항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

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의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

      1의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제1

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

제표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이하 생략)

207)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

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

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

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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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

항208)),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행위는 세법 기

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신고서와 더불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는 과세권에 (부정한) 영향

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 의문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

타나는 사정’이라는 다소 모호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결국

대법원의 결론과 새로운 개선방안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론이 상호 궤

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입법형식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경우에

208)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

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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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

정한 행위’에 관하여 일관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어떠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답을 주지 못

하고 있다. 이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법조문과 대법원의 해석론은 납

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견지에서 죄형법정주

의의 원칙으로 돌아가 새로운 해석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사전소득은닉행위와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행위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비교법

적으로 보더라도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와 아울러 추가적인 표지를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에 와서 이와 달리 해석하여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

위’라는 요건을 따로 두고 있는 우리 법의 문언에도 반한다. 또한, 단순

히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늘 형사처벌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과소신고 내지 무신고와는 별도의 사전소득은닉행

위 개념을 이용하여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전

소득은닉행위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형벌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기준이 필

요하다.

입법자는 2010. 1. 1. 조세범처벌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제3조 제6항에서

예시적 입법형식을 택하여 각 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예

시들을 열거하면서 제7호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일반조항을 두었다. 따

라서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공통적

요소를 추출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정함과 동시에 일반조항인 제7호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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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항

에서 공통요소를 추출해보면, (1)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한 행위와 (2)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7호의 ‘부정한 행위’ 역시 위 두 가지 표지가 모두 충

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1호 내지

제6호의 각 행위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두 가지 표지의 제한을 받는

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정한 행위’는 ‘세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

여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의

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론은, ‘사전소득은닉행위’의 개념을 중핵으로 하는 판례

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구체적인 법령

에서 정하는 의무 위반을 요구함으로써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이 잘 작

동하도록 하고, 또 사실관계 자체를 조작, 은닉하는 경우와 사실관계는

그대로 공개하되 세법의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를 구별함으로써 형사처벌

의 범위가 조세회피의 경우에까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장점

이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새로운 개선방안을 대법원에서 부정한 행위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개별사안들에 적용해보면, 대법원이 구체적 사안

별로 내놓은 결론들과 새로운 개선방안에 따른 결론이 결과적으로 상당

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부정한 행위’의

해석기준으로 삼더라도 실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 논문에

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지금까지의 실무와 상충하지 않으면서도, 대법

원이 제시한 해석기준보다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으로 인하여 부정한 행위가 문제되는 모든 경우가 명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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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일반론을 가지고 개별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

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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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erpretation
Criterion for the Act of Practice

in Tax Evasion

YOON, SUNGHUN

College of Law, Tax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reviews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form of

‘improper means’ stated in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Particularly, potential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criminal law’s

function of guarantee are mainly discussed. To address those

concerns, this paper proposes an alternative criterion for ‘improper

means,’ which is examined for validity in practice using Supreme

Court precedents.

In most countries, criminal punishment is common, if the harm

itself is large or the need to penalize such harm is particularly great

when someone intentionally pay a tax less than what is expec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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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only when ‘improper means’ is used, we call it a ‘Tax

Evasion’ and target criminal punishment. A potential concern is raised

by abstraction and ambiguity of a word, ‘improper means'.

To nullify possible confusions, Article 3, Section 6 in the revised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lists six types of active acts defined

as ‘improper means’. This attempt is, however, still unclear with its

Paragraph 7, ‘Other acts by a deceptive scheme or improper acts.’

Because the ambiguity of interpretation of legal texts may

challenge the boundaries of law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improper means’.

First, ‘improper means’ includes prior concealment of income other

than under- or non-reported tax liabilities. If ‘improper means’ is

simply interpreted as under- or non-reported taxes liabilities, it may

undermine legal stability by unnecessarily extending the boundaries of

criminal punishment beyond a given sentence. Hence, it is needed to

employ the concept of prior concealment of income other than under-

or non-reported tax liabilities in the claim of ‘improper means’ for

limiting the boundaries of criminal punishment. In the same sense,

the alternative criterion for ‘improper means’ should b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pre-concealment of income.

Under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no penalty without a

law), ‘improper means’ should be predictable and certain. To clarify

'improper means',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was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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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January 1, 2010, adding exemplary cases of ‘improper means’ in

each Paragraph of Article 3, Section 6. Thus, in presenting the

interpretation criterion for ‘improper means’, the scope of paragraph 7

should be determined by extracting common elements from

Paragraphs 1-6, and Paragraphs 7 should be interpreted to contains

specific examples in Paragraphs 1-6.

A common feature across Paragraphs 1-6 is to assume the case of

violation of tax or other laws by concealing or disguis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right of taxation, so the boundaries of ‘improper means’

should be narrowed in line with Article 3, Section 6. According to the

proposed criterion,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is not extended

to the situation that the fact is disclosed, but the legal assessment is

different or the abuse of the legal form.

In conclusion, ‘improper means’ should be interpreted as a violation

of tax or other laws where a person or entity conceals or disguises

information regarding the right of taxation. When this proposed

alternative is applied to the existing precedents, it is found to be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refore, the proposed

alternative might not undermine legal stability and further clarifies a

criterion for 'improper means'.

keywords : Tax Evasion, improper means,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prior concealment of income,
Illustrative type of legislation, alternative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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