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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의 주된 논의의 대상은 당초 신고 또는 당초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과세관청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이 있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봄이 타당한 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하자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과세관청이 증액할 만한 요소와 감액할 만

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외관상으로는 그 차액에 대한 경정처분을 부과

한 경우 이러한 경정처분이 ‘하나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

면 실질적 측면에서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두 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 인지이며,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납세자가 경정처분에 대하

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및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정처분을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두

개의 처분으로 취급하게 되면 납세자는 새로운 증액사유와 관련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므로, 처분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

는 우연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고 납세자의 쟁송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심판 범위에 대한 총액주의 이론과 충돌하

며,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과연

이러한 경정처분을 ‘두 개의 처분’으로 취급하자는 문제의식이 이론적으

로 가능하며, 납세자에게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세기

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와도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연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것보다 이러한 문

제의식에 기초하여 우연에 따라 납세자의 쟁송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

작하기 전에 과세처분의 특징과 조세소송의 체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

펴봄으로써 논의의 기초가 되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법원의 심

판범위에 관한 총액주의 이론에 대하여 이해한다. 조세채무는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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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확정되나, 세액에 오

류·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경정할 수 있다. 경정처분은 일반

적으로 세액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으로 구분되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실

제로 과세관청도 이러한 형태의 경정처분을 하고 있다. 과세처분 취소소

송의 소송물 내지 심판 범위와 관련하여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대립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세액 중심의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다

고 이해되며,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판례가 총

액주의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이 당초처분을 흡수하고, 당초처분은 소멸한

다고 보는 ‘흡수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2002년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이 신설되었고, 당초 신

고 또는 당초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불가쟁력은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행

정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발생되고, 불가

쟁력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가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함으로써 불가쟁력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

하다.

어느 납세자의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감액할 사유와

증액할 사유를 순차적으로 발견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이 각각의 사유를

발견하자마자 이를 근거로 감액경정과 증액경정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행정처분, 즉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이해

된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감액할 사유와 증액할 사유를 동시에 발

견하였다면 과세관청은 감액할 부분의 세액과 증액할 부분의 세액을 함

께 고려하여 외관상으로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액하거나 증액

하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차액에

대한 ‘하나’의 감액 또는 증액 경정처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처

분을 하나의 경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과세처분에 인정되는 ‘불가쟁력’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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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 즉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심판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과세관청이 증액할만한 요소와 감액할만한 요소를 순차적으로 발견

하였는지 아니면 동시에 발견하였는지에 따라 나타나므로, 이는 전적으

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있고, ‘우연’에 좌우되는 사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연에 따라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

생하게 되는 결과는 쟁송법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각각 있었던 경우도 그 순서에 따라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과 같

은 의문이 발생한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과세관청이 ‘감액경정 후 증

액경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증액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이 없으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과세관청이 ‘증

액경정 후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당초처분 부분으로 볼 것인

지, 증액경정 부분으로 볼 것인지에 의문이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보느

냐에 따라 납세자가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일반

적으로 총액주의 이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체 세액 중 일부가 취소

된 것으로 이해되거나 증액된 부분의 세액이 취소되었다고 이해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납세자가 취소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증액경

정과 감액경정의 순서는 우연에 의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어떤 것을 먼

저 하던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해 볼 있는 것이다. 판례 또한 이와 같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순차로 있었고,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경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가 여전히 증액경정

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으

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납세자

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세액은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여, 일관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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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처분사유를 고려하는

쟁점주의적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의 총액주의와 충돌하는 문

제가 있고, 현실적 측면에서는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처분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문제의식은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한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와

추정되는 과세관청의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 아닌지 문제가 되고, 결국

이 글의 논점은 이와 같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이 있었을 때 굳

이 의식적으로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인정하고 강조한 국세기본법 제22

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불가쟁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증액과 감액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연

에 따른 것이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어느 경우에

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논리를 더 우성 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

로 좁혀지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과 증액경정

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은 구분되고, 납세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심판 범위에 대한 현재 입장을 순수한

총액주의라고 보기 어려우며, 폭넓게 재처분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쟁

점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법원은 민사소송의 소송물과 관

련하여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을 모두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고, 이론의 일관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총

액주의 아래에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하여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나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

고,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들은 더 과세관청의 직권감액을 기대할 수 없

고, 항상 쟁송절차를 통해 세액을 감액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해지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이기도

하나,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체 납세자’일 뿐이고, 문제의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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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쟁송의 당사자는 문제의식이 인용될 경우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글의 문제의식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과 불가쟁력

과 관련이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의 입법의도가 ‘과세관청이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문제의식이 타당한지는

논함에 있어 위 조항의 입법의도나 불가쟁력 포기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

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후 ‘감액

경정’을 하거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차액에 대한 경정’을 할 당

시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을 일부 취소함으로써 스스로 불가쟁력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추가로 부과한 세액을 줄여주거나 차

액에 대한 경정과 나머지 부분의 처분사유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였다

고 봄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과세관청의 의사를

존중하여 차액에 대한 하나의 처분으로 취급하더라도 납세자의 지위가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불가쟁력 포기를 인정

하여 납세자의 쟁송 범위를 넓힘으로써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

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와 과

세관청의 기득권을 존중함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을 실질적으로 증액

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 ‘두 개의 처분’으로 보아 납세자가 증액사유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 글의 문제의식

은 불가쟁력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 아래서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를 바로잡고,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힘

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나 불가쟁력 포기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

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이고, 우연에 따른 차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 이상

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달리 없다는 점에서 근거

가 부족하다. 따라서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은 일반적인

이해와 같이 차액에 대한 ‘하나의 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차액에 따라 증액경정처분 또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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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인 경우 납세자는 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

할 수 있고, 감액경정처분인 경우 납세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비록 이 글에서 논의한 문제의식은 근거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타당

하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경정처분의 순서나 모습에 따라 납세자가 다

툴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논의해보았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요어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 불가쟁력, 경정처분, 총액주

의, 쟁점주의

학 번 : 2016-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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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의식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소송의 체계에서 발생한 특수한 한 가지 문

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문제는 과세처분 혹은 증액·감액 경정처분의 개

념과 관련되어 있으며, 말하자면 이러한 것이다. 즉, 납세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 이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거치거나 그렇지 않고, 어

느 납세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액을 감액할 만한 사유와 증액할 만

한 사유를 순차적으로 발견하였다고 하자. 과세관청이 각각의 사유가 발

견하자마자 이를 근거로 감액경정과 증액경정을 하였다면, 이때에는 일

반적으로 두 개의 행정처분, 즉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있었

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감액할 만한 사유와 증액할 만

한 사유를 동시에 발견하였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은 감액할 부분의 세액

과 증액할 부분의 세액을 함께 고려하여 외관상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

는 만큼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경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차액에 대한 ‘하나’의 감액 또는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는 것인데,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와 차

액에 대한 하나의 경정처분만이 있는 경우의 결과는 같지 않다. 이 글에

서 살펴보는 것처럼, 특히 쟁송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 사이에 납세

의무의 크기를 다툴 수 있는 범위–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과세

관청이 그러한 사유들을 순차적으로 발견하였는지, 아니면 동시에 발견

하였는지에 따라 나타나며, 이는 전적으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있

으므로, 다시 말하자면 ‘우연’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순전히 우연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정이 쟁송법적으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의문이 곧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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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또는 논의의 범위

먼저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쟁송법의 체계, 특히 그 중

에서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 부분들을 나열하여 보자면, 과세처분과 증액·감액경

정처분에 대한 이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 -총액주의와 쟁점

주의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 , 경정처분이 있을 때 심판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에 대한 해석과 판례의 입장

이다. 그리고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이 있었던 경우 납세자가 증액경정처

분 중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의 판례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다음에는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하는 문제의식은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납세자의 신고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순차로 있었던 경우, 반대로 증액경정처

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순차로 있었던 경우에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대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동일한지를

살펴본다.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첫 번째 쟁점은 증액경정처분과 감

액경정처분의 순서에 따라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은 이러한 차이가 ‘우연’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두 가지 사안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타당한지를 논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는

과세관청이 외관상으로는 ‘하나’의 증액 또는 감액 경정처분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감액할 부분의 세액과 증액할 부분의 세액을 함께 고려하였

던 경우에 이러한 처분을 어떻게 취급할지이다. 일반적으로는 차액에 대

한 ‘하나’의 증액 또는 감액경정처분으로 보이고,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중 차액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거나, 감액경정처분인 경우에는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이 또한 우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제기한 문제의

식을 그대로 연장해 볼 수 있다.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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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질적으로는 증액할 부분의 세액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감액할 부분의 세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납세자는 감액경정처분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와 같이 증

액경정처분 중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다툴 수 있으므로,

우연에 따라 납세자의 쟁송 범위나 법원의 심리 범위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려

면 다른 문제들과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문제의식은 감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당초처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

된 부분은 당초처분이라는 주장과도 같아, ‘쟁점주의’적 아이디어와 연관

이 있다. 그런데 현재 법원의 심판 범위는 ‘총액주의’이므로, 총액주의 하

에서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

서는 문제의식과 같이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을 두 개의

처분으로 취급하게 되면, 오히려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꺼리게 될 우려

가 있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문제는,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보장하고자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불가쟁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과

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이

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

는 부분을 처분사유를 이유로 나눠보자는 것과 증액사유와 감액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정처분을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두 개의 처분으로 보

자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의’의 아이디어와 관련성을 가진다.

다만, 본 연구는 법원이 현재의 심판 범위에 대한 입장과 조세소송의 체

계 아래에서,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경정처분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자 하는 것이고, 총액주의로 불리는 법원의 입장을 정면으로 지적하거나

전면적인 쟁점주의의 도입 또는 전환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이론이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에서 더 나아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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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이 보다 우월하고 타당한지, 또는 쟁점주의의 도입 필요성과 현

실적인 도입 가능성은 어떠하지1) 등은 이 글의 검토 범위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이 글의 연구와 관련되는 범위 이상으로는 논하지 않

는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논의의 순서

본 연구는 먼저 과세관청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개념 및 서로 간의

관계, 조세소송 특유의 개념인 심판의 범위와 총액주의, 과세처분과 불가

쟁력의 개념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글의 문제의식이 불가쟁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불가

쟁력이 발생한 이후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있었던 경우, 그 순서에 따

라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그리고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함께 고려한 후 차액에 대해서

만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에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우연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조정할 것인지는 앞서 살펴본 총액주의나 불가

쟁력과 같은 문제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자는

문제의식에 의하면 결국 감액경정의 처분사유가 당초처분과 관련이 있으

므로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이 당초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것

이 되거나, 과세관청 스스로가 감액경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하자는 것이 된다. 따라서 총액주의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고,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와 과세관청의 의사해석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

다. 결국,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 입법취지 내지 과세관청의 의사

1) 이 부분에 관한 연구로는 윤지현 교수의 법학박사 학위논문『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2012), 이준일 변호사의 법학석사 학위논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쟁점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201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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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존중하는 것’와 ‘우연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바로 잡아 납세자의 쟁

송권을 보장하는 것’ 중 어떠한 논리를 더 우성시킬 것인지의 문제이므

로,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살펴본다.

연구의 논의 순서는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기에 앞서 문제의식과 관련된 개념과

법 조항, 관련 판례를 살펴본다. 먼저, 과세처분 및 경정처분의 개념과

필요성, 심판 범위에 관한 총액주의 이론을 살펴보고, 증액경정처분 또는

감액경정처분이 당초처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살펴

본다. 그리고 2002년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 취지

와 확정의 의미, 그 이후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감액경정처분으로 취소된 부분과 납세자

가 증액경정처분 중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두 개의 판례가

서로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①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②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각 판

결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

한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됨을 확인한다. 그리고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순차로 있었던 사례와 반대로 감액경정처분이 먼저 있었

던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여 경정처분의 순서에 따라 납세자가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

한 차이가 우연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차액에 대한 하나의 증

액 또는 감액경정처분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또한 과세관청이 증액

할 세액과 감액할 세액을 동시에 발견하는 우연에 의한 것임이 지적한

다. 반면, 처분사유를 각각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

정처분, 즉 두 개의 처분이 있었던 것과 취급한다면, 납세자가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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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위와 같이 차이를 조정하여 양자를 동일하게 취

급하게 됨을 확인한다.

제 4장에서는 이 글의 문제의식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론적, 현

실적, 입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론적으

로 가능하고 실익이 있는지, 근거와 필요성이 충분한지 검토한다. 이론적

측면의 문제는 문제의식이 쟁점주의적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으므로 총액

주의 이론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 지이고, 현실적 측면의 문제는 과세관

청이 감액경정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결과적으로 실익이

있는지이다. 입법적 문제는 문제의식이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가 있다고

봄으로써 과세관청의 불가쟁력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의

사와 문제의식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어떠한 논리가 더 타당한지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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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우리나라 조세소송의 체계

제 1 절 과세처분의 개념

1. 과세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

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즉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조세채무는 법률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

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하지만2)(국세기

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의 확정3)’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으

므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기 위한 절차로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

청의 결정이 필요하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4)). 중요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는 우선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존재

와 크기를 신고할 의무와 신고한 세액에 대한 자발적 납세의무를 부과하

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나(국세기본법 제22

조 제2항 본문), 신고납세 세목이라고 하여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표

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이를 대신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고, 납

세의무 또한 과세관청이 이를 결정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시점에 확정된

2) 이창희, 『세법강의(제15판)』, 박영사, 2017, 121쪽 참조; 소순무·윤지현, 『조세소송
(개정9판)』, ㈜영화조세통람, 2018, 16쪽 참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
결, 2014. 12. 24. 선고 2015두40661 판결 등 참조.

3) 국세기본법에서는 ‘확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확정은 추상
적 조세채무에서 구체적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즉 조세채권, 채무의 내용이 특정된다
는 의미에서의 확정이며, ‘1단계 확정’에 해당한다. ‘2단계 확정’은 불가쟁력으로 인한
확정이다(최원,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세무학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9, 77쪽 참조).

4) 예외적으로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1
내지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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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 한편, 종합부동산세5) 등 신고를 요하

지 않는 나머지 세목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을, 과세관청 내부

에서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단계와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과세처

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6)

나. 과세처분의 행정처분성

1)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제3조 제1호)하는 한편,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제2조 제1항 제1

호)하고 있다. 판례는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

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

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

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7)”는 입장이다.

2) 과세처분의 행정처분성

5)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과세세목에 해당하나(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종합부동산
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에 따
라 확정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9호).

6) 임승순, 『조세법(2018년도판)』, 박영사, 2018, 324쪽 참조.
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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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에 기재된 과세요건을 만

족하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

은 아니고 과세처분은 이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위와 같이 과세처분을 통해 납세

자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구체적 납세의무가 되고,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지므로(국세징수법 제24조), 과세처분은 준법

률적인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처분’이라고 이해된다.8) 국세기본

법 또한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처분에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의 처분개

념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9),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과세처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국세

기본법 제67조),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조) 또는 감

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 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10)을 제기하

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세기

본법 제56조 제2항, 동조 제4항) 과세관청의 결정, 즉 ‘과세처분’을 행정

처분으로 취급하고 있다.11)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으로 인해 하나의 세액이 도출됨으로써 법률관계

가 간명해지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조세채

무자의 입장에서도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야 이를 대상으로 삼아 쟁송절

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위한 도구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

8) 이창희, 전게서, 137쪽 참조; 소순무·윤지현, 전게서, 20쪽 참조.
9) 임승순, 전게서, 306쪽 참조.
10)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에 대하여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무
효확인 청구소송(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누143 판결) 및 부존재확인 청구소송(대
법원 1979. 3. 13. 선고 78누143 판결)의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서만 전심절차를 두고 있다. 행정소송
법 제18조, 제20조, 제38조).

11) 임승순, 전게서, 305쪽 참조; 이에 대하여 윤병각 변호사는 ‘항고소송 중심주의’를 채
택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조세법상 경정청구』, 박영사, 2015, 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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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는 행정처분성의 확대, 원고적격의 확대, 소의 이익의 확대 등을

통하여 조세채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처분성을 확대하는 경우 불복기간의 경과의 효과인 불가쟁력

또한 발생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납세자가 일정기간 이후에는 이에 대하

여 다툴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역작용이 있다.12)

3) 과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납세고지

납세의 고지는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된 조세채무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이

다.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조

세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가 필요 없으나, 부과방식의 조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납세고지가 뒤따르게 된다. 과세처분은 상대방에게 통지

를 요하는 행정처분이고13), 그 통지가 바로 납세고지이며 이에 의하여

처분이 완성된다. 따라서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세

고지가 행하여지게 된다. 각 개별 세법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

다.”와 같은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이 존재하여 납세의무 확정에 관한

부과고지 절차를 규정(소득세법 제83조, 법인세법 제88조,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77조)하고 있으며14),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또한 “세무서장

12) 윤병각, 전게서, 40-41쪽 참조.
1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
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14) 임승순, 전게서, 226쪽 참조; 소순무·윤지현, 전게서, 221, 431쪽 참조.
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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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15)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

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납세자에게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

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

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16)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으로의 성질

을 가지는 경우 이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17),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불복여부 결

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18),

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88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
청장은 제87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
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공시)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
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호도 같은 취지
로 규정하고 있다.

16)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 대법원 93. 12. 31. 96누10316 판결
부과납세에 있어서 조세부과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부과결정
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인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
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고지행위의 하자
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가 되는 것이고 오로지 징수처분만의 하자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79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
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
분이 혼합된 처분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17)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
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
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111 판결).

18)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
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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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처

분은 무효이며 납세자에게 구체적 납세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채무의 구성요소로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이 필요

하고19),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각 세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도 과

세기간, 세목, 세액과 그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므로20), 이러

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납세고지는 위법하고,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21)

2. 증액 경정과 감액 경정

가. 경정의 의의 및 필요성

‘경정’이란 일단 납세자의 신고,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납세의무의 성

립에 의하여 확정(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된 조세채무의

내용, 즉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다시 결정하는 것은 말하며, 선행된 과세관청의 결정

을 ‘당초처분’, 그 이후 이를 변경하는 과세관청의 경정을 ‘경정처분’이라

고 부른다. 조세법규는 전문성·기술성·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납세의

무자는 물론 과세권자에게도 해석과 적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반적

으로 과세근거가 되는 자료는 납세자의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자의 신고

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과세근거에 관한

자료를 모두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및 자료가 일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
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
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243 판결 등 참조).

19) 이창희, 전게서, 115쪽 참조.
20) 그 외에 납부기간,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나, 이는 확정된 납
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징수고지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임승순, 전게
서, 228쪽 참조).

2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243 판결 등,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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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므로 그 확정과정에서 오류 또는 탈루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언제나 납세의무자에게 단 1회의 과세처분으로 완전한 조세

채무를 부과·고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평과세의 이념과 과세

관청의 과세징수권 적정행사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도 내에서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

우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정처

분권이 인정되고 있다.22) 소득세법(80조 4항), 법인세법(66조 4항), 부가

가치세법(57조 1항) 등에서도 개별조문으로 경정처분을 인정하고 있으

며23), 판례도 경정처분이 이중과세나 형평과세 내지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24)

나. 경정의 행정처분성

과세관청의 경정은 납세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구

체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감소시키는 경

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또는 감

액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 또는 ‘감액경정’으로 구분한다. 그

22) 소순무·윤지현, 전게서, 395쪽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
간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중복 조사를 금지하고 예
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
른 실질적인 제약이 있다.

2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
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
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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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아래와 같이 증액경정 또는 감액경정은 모두 당초에 확정된 납세자

의 구체적 조세채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

므로,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이라고 일컫는다.

1) 증액경정처분

증액경정은 납세자에게 당초처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추가 세액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전보다 큰 세액

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증액경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

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

하여 다투면 된다.25)”는 입장이다.

2) 감액경정처분

감액경정은 당초처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된 세액 중 일부를 취

소하는 과세관청의 결정이고,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은 납세자

의 조세채무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당초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하는 납세자에게 유

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다.26)” 또는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27)”라고 판시함으로써 감액경정의 행정처분성

2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9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12721 판결
등 참조.

26)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27)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등 참조.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
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
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
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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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의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며 그 결과 감액경정의 경우에도 과세관청

의 통지의무 등은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지의 실질은

납세자가 이를 대상으로 하여 쟁송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판례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며,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

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고, 항고소송이 되는 것은 당초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처분

이다28)”라는 입장으로, 감액경정에 대하여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

다.

3.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의 개념

가. 문제의 제기 – 하나의 처분인지, 두 개의 처분인지

한편, 외부적으로 세액을 기준으로는 증액 또는 감액경정에 해당하더

라도, 내부적으로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5억 원의 당초처분’을 부

과하거나 납세자가 5억 원의 세액을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위 5억 원

중 A 처분사유와 관련된 2억 원의 세액에 관하여 오류를 발견하는 한

편, 새로운 B 처분사유를 이유로 3억 원의 세액이 성립하였음을 발견하

였다면, 과세관청은 ‘2억 원의 감액경정처분’과 ‘3억 원의 증액경정처분’

을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한편, 각각의 경정처분을 생략하고

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
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
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28)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누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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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유와 감액사유의 차액인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감액사유와 관련된 세액의 크기가 증액사

유와 관련된 세액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된다.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은 형식 또는 외관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세액, 즉 차액에 대한 ‘하나’의 증액 또는 감액경정처분이 있

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각각의 처분 절차가 생략되었지만, 실질적

으로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두 개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렇

게 보아야 하는가?29)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납세자가 증액사유 부

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30)

나. 판례의 태도

1) 전체적으로 세액이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초처분 이후 경정처분을 하면서 당초처분과 관련된 처분

사유를 이유로 일부 감액을, 새로운 처분사유를 이유로 일부 증액을 하

였으나 전체적으로 당초처분으로 인하여 확정되었던 세액보다 감액하였

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5510 판결에서 “이러한 처분은 ‘감액경정처분’에 해

당하고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판례는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을 증액경

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 즉, 두 개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세액

을 기준으로 하나의 경정처분이라고 보는 입장이며, 경정처분에 의하여

최종 세액이 감액되었다면 이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감

29) 이에 대하여 임승순, 전게서, 333쪽에서도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감액경정처부
에 대하여 “이 부분은 양자를 하나의 감액경정처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감액과
증액 두 개의 처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라면 어느 것이 먼저라고 보든 증액부분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
데, 판례는 전자로 이해한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30)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논의는 제3장 제2절 3.항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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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경정처분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전체적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

한편,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에 의하여 최종 세액이 증

가한 경우에 이러한 경정처분을 하나의 처분인지, 두 개의 처분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31) 다만, 최근 서울고등

법원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세액은 불복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

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다툴 수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

여,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32)을 인용한 다음 “과세관

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

유로 증액하여야 할 세액(A)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의한 세액(B)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C)을 세액으로 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증액

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고,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을 감액한 것과 같으므로, 이 경우 납세자는 원래 과세관청이 증액

하였어야 할 세액, 즉 실제로 증액된 세액과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나 결

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본 부분에 대한 세액의 합계액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3)”라고 판시하여,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 즉 두 개의 처분

이라고 보았다.34)

31)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
분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부과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었으므로, 최종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러
한 처분이 하나의 증액경정처분인지 아니면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두 개의 처분인지
다툴 실익이 없었다.

32)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은 제2장 제4절 4.항 나목 부분 참조.
33) 2017. 1. 17. 선고 2016누63813 판결. 구체적으로는 “즉, A만큼 세액을 증액하였어야
하나, 증액경정과정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의한 세액 중 B만큼 감액하여야 함이
밝혀져 A에서 B만큼 감액한 C를 세액으로 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는
C의 세액의 취소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와 B의 합계액, 즉 A의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4) 위 판결에 대하여 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
로써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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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다음의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조세소송의 심판 범위에 관

하여 통설과 판례는 ‘총액주의’ 입장에 있고, 총액주의는 과세관청의 부

과처분의 적법여부를 ‘세액’에 대한 다툼으로 이해하며, 대법원 입장 또

한 이와 같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함

께 고려하되 외관상으로 차액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이러한

처분은 최종 세액을 기준으로 ‘하나’의 증액 또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

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감액경정

처분에는 일반적인 감액경정처분과 달리 납세자에게 부담적 측면이 포함

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증액사유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소를 구

할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35) 이 글의 문제의식 또

한 이러한 경정처분을 ‘두 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즉,

실질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최종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증액사유와 관련된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

다고 보아야 하고, 최종 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액사유와

관련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타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음

의 절에서 살펴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이 신설과 그로 인한 법

률관계의 변화, 그리고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의 결론과 직접적인 관련

35) 이에 대하여 총액에 있어서 감소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언제나 수익적
처분으로 취급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일률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단
견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경우의 감액경정처분에는 수익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
담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김연태,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안암법학』 제
12호, 안암법학회, 2001, 120-121쪽 참조). 한편, 대법원도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유와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행정
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심판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혹은 그 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경정결정이 심판대상이 된다(1996. 7. 30. 선고 95누63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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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총

액주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지, 일반적인 증액경정처분 또는 감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심판 범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

음,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그 이후 판례의 태도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등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제 2 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36)

1.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논의 이유

흔히 조세소송,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또는 심판의 범위와 관련

하여 ‘총액주의’와 ‘쟁점주의’가 거론되나, 이 용어는 원래부터 소송물 또

는 심리와 판결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소송 구조 차원의 논의로 제시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심판 기관 내에서 어떻게 심리를 진행할 것인가 하

는 문제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정확하고 논리적인 이론적 탐구를

거쳐 정립된 이론은 아니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대립은 일본에서

1965년경에 국세불복심사절차를 취급하였던 旧協議団(구협의단)이 다수

의 계속된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조사심

리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운영’의 차원에서 나온 것

이며, 그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실체상의 위법이 다투어 지면

서 소송물과 관련하여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이론상의 지위’를 갖는 것으

36) 이에 대하여는 ①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범위를 구별하면서 총액주의, 쟁점주의를
심판의 범위에 관한 논쟁으로 이해하는 견해(소순무·윤지현, 전게서, 447쪽 참조; 고
종주, 「조세소송의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 : 위법성 이원론에 의한 신소송물이론의
구성과 적용」, 『특별법연구』 제5권, 사법발전재단, 1997, 214쪽 참조), ②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범위를 구별하지 않으면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를 과세처분 취소소
송에서의 소송물 논쟁으로 보는 견해(이창희, 전게서, 230쪽 참조; 임승순, 전게서,
334쪽 참조), ③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범위를 구별하지 않으면서 과세처분 취소소
송에서 소송물과 일반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을 다르게 보지 않는 견해(문
일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255-1256쪽 참조; 박정훈,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 취
소소송의 관통개념으로서의 소송물」, 『행정판례연구』 제9집, 행정판례연구회,
2004, 141-142쪽 참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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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격상되어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이론이 전개되기 시작되었다. 위 조

사심리방식은 당사자 쌍방의 주장의 차이점(쟁점)에 주안점을 두고 능률

적으로 심리하는 방법을 ‘쟁점주의’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원처분

자체를 다시 검토하고 조사하는 것을 ‘총액주의’라고 불렀다. 이 때에 있

어서 총액주의라고 함은 심판의 범위가 원처분의 인정액의 전부, 즉 총

액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쟁점주의라고 함을 심판의 범위가 당사자

간에 주장된 쟁점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37)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소송과 다른 조세소송만의 독자성을 주장하

는 논의가 전개되면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

기 시작하였고38), 총액주의는 ‘세액’ 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쟁점주의는

‘과세관청의 처분이유와 관계되는 세액의 적법 여부’, 즉 ‘처분사유’ 자체

에 대한 다툼으로 이해되고 있다.39) 그러나 총액주의와 쟁점주의는 단지

조세소송에서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툼을 제기하였을 때 법원의

심판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입장에 핵심이 되는 ‘아이

디어’일 뿐,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물 개념과 같이 쟁송의 중심 또는 쟁송

법 체계를 구성하는 중심이 되어 ‘전체적인’ 또는 ‘결과’로서 액수의 문제

인지 아니면 ‘개개’의 세법 적용 또는 ‘과정’으로서 처분사유의 문제인지

를 결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 글에서 또한 ‘총액주의’나 ‘쟁점주의’라고

할 때는, 그것이 꼭 총액주의나 쟁점주의의 내용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공인되어 있다기보다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총액주의 또는 쟁점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일관된 방식으로 연장한다면 이러저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40)

37) 문일호, 전게논문, 1252쪽에서 재인용(金子 壙等編, 『租稅法講座 第3卷-租稅行政
法』(ぎようせい, 1975), 325쪽 참조); 윤지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
은 후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조세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세법
학회, 2009. 77쪽 참조.

38) 윤준석, 『조세사건 판결문을 작성할 때 생각하여 볼 문제, 법관연수 어드밴스 과정
연구논문집 : 전문 분야 소송의 주요쟁점(조세/지식재산권/노동)』, 사법연수원,
2017, 377쪽 참조.

39) 양 학설은 ① 세액의 통산문제, ② 기판력과 제소문제,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 등에서 주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가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중 어느 학설
을 선택할 것인지 실익이 된다(이병철,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새로운 접근」,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기업법연구, 2005, 5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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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액주의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대한 논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오랜

기간 여러 국면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과 입장이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 있다.

가. 총액주의의 구체적 모습

1) ‘세액’에 대한 다툼

총액주의는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분의 불복청구가 있더라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세액 전부’에 대하여 심판하여 실체적 총 세액

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심판 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심판 대상이 그 실

체적 세액 자체라는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실체적 세액은 하나의 과세단

위로서 전체가 불가분으로 계산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적인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원인별로 불가분이므로, 전

체적으로 종합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41) 즉,

처분사유와 심리 범위 사이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액’

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이해되며, 세액의 통산 문제에 있어서도 세액의

합계액에 있어 요인별 세액의 증감 사안은 모두 통산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주된 다툼의 대

40) 임승순 변호사는 “총액주의라도 정당한 소득금액 또는 세액을 구하는 것이 곧바로
심리의 목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그 심리의 범위가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이 과세관청이 인정한 세액을 상회하는가의 관점에서 과세처분의 위
법성 일반에 미친다고 하는 의미에 불과하고”(전게서, 299쪽)라고 설시하고 있으며,
이창희 교수는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실의 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당해 처분의 추상적 위법성 일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개의 위
법사유이다. 결국 우리 판례가 말하는 소송물은 행정처분이 진정한 세액의 범위 안
에 있는가이며, 진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자체는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
다”고 설시하고 있다(전게서, 235쪽).

41) 소순무·윤지현, 전게서, 419-420쪽에서 재인용(김두천, 『세법학』, 1982, 611, 6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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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즉 소송물이 되는 것은 고지되거나 하여 ‘확정된 세액이 진정한 세액

의 범위 안에 있는지’이고, 그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개개의 사실은 단

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반면, 쟁점주의는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과세관청의 처분이유와 관계되는 세액의 적부’로 한정하는 견해이므로,

쟁송에서도 당초 과세관청이 제시하였던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쟁점이

되고 그에 따라 세액계산의 당부를 심리하게 된다.

2) 처분사유의 폭넓은 추가·변경

총액주의에 따르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가 본래 객관적

으로 정하여져 있는 실제의 과세표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유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게 된다. 따라서 납

세자나 행정청은 모두 사실심의 변론을 마칠 때까지 공격방어방법으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의 주장은 청구의 기초가 바

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가능하지만, 과세처분의 동일성 범위는 실체

법상 조세채무 단위의 범위와 같아서 과세관청은 같은 조세채무의 단위

아래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사실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42) 판례 또한 “과

세처분이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가

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43)”, “각 당사자는 실체법

상 세액의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면 어떤 사실이라도 주장할 수 있

다”44)고 판시하여 총액주의 입장이다.45)

42) 이창희, 전게서, 247쪽 참조; 윤준석, 전게서, 377쪽 참조.
43)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등 참조.
44)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
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45) 이창희, 전게서, 232쪽은 “결국 우리 판례는 세액을 세금소송의 소송물로 삼자는 총
액주의의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고, 임승순, 전게서, 334쪽은
“소송물의 범위, 즉 심판의 범위’에 하여 “통설 및 판례는 총액주의의 입장이다.”라
고 설시하고 있다. 소순무·윤지현, 전게서, 447쪽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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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 효력 범위와 재처분의 허용

판례는 위와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과세

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할 수

있는 재처분의 범위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에서 지적된 위법한 처분사유

와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또는

기판력에 배치되지 않는다.46)”고 판시함으로써 재처분을 폭넓게 허용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

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축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도 처분사유가 동일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47) 이러한 판례의 결론

은 결과적으로는 총액주의 이론과 결합하여 과세관청에게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중으로 보장하고, 기존의 처분사유가 잘못된 경

우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에 기한 재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

다.48) 그러나 취소판결 이후에도 과세관청이 재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례입장이다.”라고 설시하고 있고, 구욱서,「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과 재처분
의 가부」, 75쪽도 “판례의 입장이 총액주의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고 설
시하였다(『인권과 정의』 제283호, 대한변호사협회, 2000).

46)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4408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
결 등 참조.

47) 윤지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조세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09, 92쪽 참조; 송종원, 「소
송물과의 관련성에서 본 취소판결의 기속력」,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국민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2, 113쪽 참조.

48) 윤지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110(각주 58), 111쪽 참조; 한편, 위 논문 94쪽에서는 ‘재처분이 금지되지 않
음으로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던 분쟁이 그 후에 일어나는 새로운 절차로 다시 이
어질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소송의 기본구조는 이미 총액주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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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인 ‘분쟁 해결의 일회성’은 달성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사실상 ‘쟁점주의적’의 입장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49)50)

나. 총액주의의 장·단점

총액주의는 실체적 진실주의와 부합하고, 조세소송의 체계가 항고소송

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에 있어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형식과 같다는 점에서 조세채무관

계설과도 밀접성을 가진다. 또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

한 학설 중 ‘흡수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총액주의는 근본

적으로 법원은 스스로 사실을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사실에 터 잡아 판단하는 사법제도의 본질과 잘 맞지 않는

다.51) 판례에 의한 법원의 심판 범위는 사실상 ‘과세처분이 진정한 세액

의 범위 안에 있는가’이며, 진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자체가 심리 대상

은 아니다. 따라서 실체법상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쟁점만

을 따져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실체법상 조세채무

의 단위별로 소송물을 정한다는 총액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생기가 된

다. 확정판결의 기속력 또한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에만

미치고 과세관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새로운 과

세처분을 할 수 있다.52)

49) 임승순, 전게서, 334쪽 참조;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280쪽 참조.

50) 한편, 김의석 교수는 이 쟁점에 대하여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효력과 재처
분의 범위는 조세법 영역의 문제이면서도 소송절차와 관련된 문제이며, 총액주의와
쟁점주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재처분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
적으로 생성된 이론이 아니다. 그런데도 위 두 이론은 어느 하나의 관점 내지 접근
방식만 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설명하고자 시도한 결과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
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시하여, 양자는 다른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민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본 ‘조세소송 계속 중 과세처분사유의 변경’과 ‘판결
후 과세처분’」, 『조세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4, 161쪽).

51) 이창희, 전게서, 238쪽 참조.
52) 이창희, 전게서, 2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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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증액 또는 감액 경정처분이 부과된 경우의 심

판 범위

1.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

신고하거나 결정된 당초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에 대하여 판례는 “증액

경정처분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 당초의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

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

는 원칙적으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증액경정

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53) 즉,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이 당초처분을 ‘흡수’하는 관계

에 있고,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세액을 다시 확정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당초처분과

관련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증액경정 이후 재

차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앞선 증액경정처분은 늦은 증액재경

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54) 즉, ‘증액재경정처

분’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

시 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증액재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을 흡수하는

관계에 있다.

2.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능성

5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 참조.

54)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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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액경정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취소소송의 대상

이 되지 못하고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않아 납세자가 감액경정처분

자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판례는 앞서 보

았듯 일관되게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

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

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

는 처분으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55)”,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56)”는 입장이다. 판례는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최종적으로 세액이 감소한 경

우에도 최종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

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자는 그 감액경정처

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57)”고 하였다.

5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55 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대법
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대법
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5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55 판결.
5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5510 판결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감액수
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
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
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두5510 판결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8.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6,512,792,61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당시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6. 3. 7. 위 소득처분금액 6,512,792,610원에서 원고의 토지
및 건물취득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5,408,417,702원을 차감하고 새로이 발견
된 임대수입 누락분 32,451,611원을 가산한 1,136,826,519원만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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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문점 및 결론

판례는 그동안 위와 같이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구분하였

고,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성격 또한 다르게 보았다. 감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도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와 같이 일관되게, 감액경정처분이

당초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감액된 세액으로 하

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증액 또는 감액경정처

분이 있는 경우 언제나 그 전의 모든 처분들을 소멸시키고 최종적인 세

액을 새로이 확정시키는 ‘하나의 과세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법리를 구

성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실 당초처분과 증액경

정처분, 당초처분과 감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

율하고 취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결국 판례

에 의하여 위와 같은 논리가 형성되었다.

아마도 법원은 심판의 범위에 관한 ‘총액주의’의 이론을 일관되게 연장

하여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를 ‘흡수설’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

고, 이러한 연결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총액주의는 전체 세액을 심판의

범위로 삼아 당사자가 세액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허용

하기 때문에, 증액경정처분은 ‘전체적으로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이

라고 논리를 구성하면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당초처

분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세액에 대하여도 함께 다툴 수 있게 되고, 1회

적인 문제해결 또한 가능하게 된다. 반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어쨌

거나 당초 확정된 세액에 더하여 추가로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세액을 부

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액경정처분이 ‘당초처분을 흡수하고 전

체적으로 세액을 다시 결정한다.’는 증액경정처분과 같은 논리를 구성할

으로 행한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체로서 원고가 스
스로 한 소득처분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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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특별히 없다. 감액경정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인정되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감액경정

처분의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 또는 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

생하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을 한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판

례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세액이 가

장 큰 처분이 다른 처분들을 흡수한다.’는 총액주의 논리에 따르고 있

다.58)

제 4 절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신설

1. 입법 경과와 입법 의도

현행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은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 아래 제１

항에서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２항에서 “세법에 따라 당

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2. 12. 18. 법 제6782호

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제22조의 2에 신설되었으나, 그 이후인 2018.

12. 31. 법 16097호에서 ‘제22조의 3’으로 이동되었다.59)

58) 이창희, 전게서, 234-237쪽 참조, 이창희 교수는 “총액주의를 택하는 이상 소송물은
하나일 수 없고, 총액주의를 일관하려는 생각은 불가피하게 가령 하나의 과세처분은
하나의 과세단위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과세처분의 개념을 조작하게 된다. 그
러자면 세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처분이 다른 처분들을 흡수한다는 논리를
짤 수밖에 없으며, 판례 또한 그렇다”라는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59) 이 조항과 관련된 논문으로「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김완석, 『중앙법
학』 제5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03),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성모
강, 『조세법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04),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대한 합리적 해석 - 대법원 2000. 2. 24 .선고, 97헌마13 판결-」(백제흠, 『조세연
구』 제5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해석론을 중심으로
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박요찬, 『조세법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세법학
회,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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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과 관련하여 구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펴낸 ‘간추린 개정세법

2002’에 따르면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첫 번째

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흡수설을 취하는 경우 당초처분에 근거한

가산금 결정, 체납처분 등의 선행절차가 모두 무효가 되는 문제점이 있

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초결정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한 경우

납세자는 고의로 적은 금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다음 당초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60) 위 규정의 입법을 주도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

는 권리·의무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당초처분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부수절차의 효력을 유지하고, 당초처분에 관하여 발생

한 불가쟁력을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61), 이러한 점에서 이 조항의 정당성이 있으며,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의 의도와 위 규정의 이론적 전제는 ‘병존설62)’이었던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63)64)

2. ‘당초 확정’의 의미

한편, 위 규정에서는 ‘당초 확정된 세액’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여

60) 구 재정경제부 세제실, 『간추린 개정세법 2002』, 재정경제부, 2003, 30쪽 참조.
61) 윤지현,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실체적 그리고 소송상 관계에 관한 고
찰」, 183쪽 참조; 박요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해석론을 중심으로 한 당초처분
과 경정처분의 관계」, 『조세법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08, 398쪽에서
재인용(대한민국국회,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2005. 5. 14 정부안),
2002, 7쪽; 구 재정경제부, 『2002 개정세법 주요내용』, 2003, 25쪽).

62)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한 학설은 크게 ‘흡수설’과 ‘병존설’로 나눌
수 있고, 그 외의 학설로는 ‘병존설 흡수설’, ‘역흡수 병존설’ 등이 있다.

63) 이창희, 전게서, 237쪽 참조; 윤지현,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실체적 그리
고 소송상 관계에 관한 고찰」, 183쪽 참조; 이전오, 「당초 과세처분과 증액경정처
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평석」, 『성
균관법학』 제21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편, 2009, 667쪽 참조.

64) 한편,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원처분이 소송물이라는 종래의 판례 이
론을 확인하고 있으므로(같은 견해로 이창희, 전게서, 236쪽 참조), 달리 문제 될 것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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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확정된 세액이라는 것이 불복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더 이상 불가쟁

력이 발생한 세액을 말하는 것인지(쟁송법적 개념설) 아니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정해진 세액을 말하는 것인지(실체법적 개념설)는 불분명하다.

또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영향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와의 관계에서 영향이 없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결국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65)

확정의 개념에 대하여 실체법적 개념설은 확정의 의미를 구체적 납세

의무의 확정으로 이해하며, 쟁송법적 개념설은 확정의 의미를 쟁송제기

기간을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송법적

으로 다툴 수 없는 확정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확정은 불가쟁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나66), 실체법적 개념설은 위 조문의 위치와 동일한 표현은 동일하게 해

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67)

3. 판례의 태도 – 흡수설의 유지와 취소범위의 제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신설로 인하여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

분과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즉 이 규정이 병존설을 입법

한 것으로서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당초처분은 존속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

65) 백승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에 대한 합리적 해석」, 『조세연구』 제5집, 한국
조세연구포럼, 2005, 316쪽 참조. 백승재 변호사는 위 논문 316쪽에서 ‘납세의무자는
단기의 경정청구 및 불복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 반면, 과세관청은 장기의 과세부
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의 적법성과 정당성 및 납세의무
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을 해석할
때 납세의무자의 불복가능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66) 윤지현,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실체적 그리고 소송상 관계에 관한 고
찰」, 183쪽 참조; 정광진, 「당초의 신고행위와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조세법연
구』 제10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4, 232쪽 참조.

67) 정병문,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제1항의 해석 -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
계」, 『조세실무연구Ⅰ』, Kim&Chang, 2011, 15-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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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

다.”는 견해를 유지하되68), 다만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69)”라고 판시하였다. 즉, 판례는 종전과 동일하게 ‘증액경정처

분’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되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흡수설’의 태도를 유지하였고70)71), 다만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범

6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의 선고로 정리되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
485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의 제1, 2심은 당초처
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초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는 증액경정된 범위에 한정될 뿐이다.”고 설시한 반
면, 대법원은 다툴 수 있는 세액의 범위가 증액경정된 세액에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는 명확하게 판시하지 아니하였고, 당초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근거로 “국
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6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은 이러한 판결의 이유로 “위 규정의 문
언 내용 및 그 주된 입법 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은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종합
하면”이라고 판시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
하였다.

70) 이창희, 전게서, 237쪽 참조; 임승순, 전게서, 328쪽 참조; 소순무·윤지현, 전게서, 410
쪽은 “흡수설의 입장을 전제로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실체적 측면에서 당초 확정세
액의 변경불가, 절차적 측면에서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효력 유지를 위한 특별 규
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김철우, 「과세처분 개념에 대한 고
찰」, 『인권과정의』 Vol 481, 대한변호사협회, 2019, 234쪽 참조.

71) 윤지현 교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거부 ‘처분’과 법인세 결손금의 감액경정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문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6, 186쪽에서 “이러한 점이
총액주의 하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대판 2013. 4. 18.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
결에 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된 이유는 이 판결이 폐기한 대판 2005. 11. 10. 2004두
9197의 존재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이창희 교수는 이에 대하여 ‘흡
수설을 따르는 이상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면서 원처분의 흠도 다툴 수 있다는 종래
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논리가 맞다.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보아도 그렇다.
조세채무의 금액이 얼마인가라는 다툼을 국가 스스로가 다시 시작한 이상 법적안정
성에 기대어 납세의무자의 손을 묶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세법
강의,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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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고 함으

로써 납세자의 불복범위를 제한하였다.72)

종래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으로 발생한 불가쟁력이

소멸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판례가 명시적으로 그 이유를 언급한 적은

없으나, 과세관청이 이미 종래 확정된 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인식하여

새로 과세처분을 발하는 이상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종래 부과처분의 불

가쟁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의 위와 같은 입법의도에 의하여 신설되었으

며, 위 판례의 설시에 비추어 볼 때 법원 또한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입

법의도를 대부분73) 반영하여 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

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당초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는 있지만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적어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세액만

큼은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과세관청에게 일정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겠

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한 듯하다.

72) 임승순 변호사는 판례의 결론에 대하여 “즉, 흡수설의 두 가지 특정 중, 주장할 수
있는 공격방어방법의 무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세액의 무제
한의 원칙은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고 설명한 다음,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우
리의 현실적인 조세실무, 특히 하나의 과세단위에 대해 하나의 세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고 과세처분의 이유보다는 납부할 총 세액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납세자의
일반적 인식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흡수설의 실무관행 및 흡수설의 여러 장점 등
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하였으며(「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Ⅰ)」,
『조세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17, 433쪽), “전체적으로 우리 법 및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과세관청이든 납세의무자 측이든 불가쟁력의 발생으로 인
하여 특정한 처분 등의 효력 자체는 다툴 수 없더라도, 그 처분을 둘러싸고 납세의
무자가 쟁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과세관청이 해당 처분을 추가적으로 납세자에게 불
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더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수단으
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분에 존재한 사유(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위법사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기존 부과세액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장들은 독일에서 논의되는 소극적 상계조항이나, 미국
의 형평법상 변상의 원칙과 기본적인 법리를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하였다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Ⅱ)」, 『조세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7, 374쪽).

73) 정부 입법에 의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은 사실 ‘병존설’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지나, 판례는 ‘흡수설’을 따르고 있다(이창희, 전게서, 237쪽 참조; 윤지
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1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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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순차로 있었던 경우 납세자가 증액경정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

가. 문제의 제기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이 신설된 이후 판례는 납세자의 신고나 당초처

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억 원의 증액경정처분’ 이후

당초처분과 관련된 사유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억 원의 감액경정처

분’을 하였다면,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은 얼마인가?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만큼 감소

되었으므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아니면, 위와 같은 감액경경처분은

처분사유가 당초처분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초처분 중 일부

를 취소하는 것이고,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

액 ○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납세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그 후 당초처분을 이유로 한 감액경

정처분이 있었던 사실관계가 유사한 두 가지의 사안에서, 대법원이 다소

다른 결론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

결74))

74) 이 판결은 공간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웹사이트에서도 검색되지 않
는다. 다만 『대법원 판례해설』 제87호에 수록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웹사이트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
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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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75) - 직권감액

가) 원고는 2002. 4. 1.76)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0억 원을 신고, 납부

하였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

금으로 계상하여 둔 금액(이하 ‘이 사건 미수금’라 한다)을 업무무관 가

지급금으로 보고 2001 사업연도 중 미회수한 금액에 미회수기간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응하는 차임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2007. 3. 20.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억 원을 증액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7. 6. 26. “이 사건 미수금을 업무무관 자기급금으

로 본 것은 부당하고, 2002. 4. 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

불산입하였던 해외 현지법인 구상채권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

는 위 심판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07. 7. 23. 해외 현지법인 구상

채권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7억 원

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조세심판원은 2008. 12. 11. 이 사건 미수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미수금과 관련하

여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

정하되, 감액경정할 세액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10억 원 중에서 제1차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세액 7억 원을 공

제하고 남은 3억 원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75) 사실관계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으며, 과세처분으로 부과된 세액 또
한 억 단위 이상만을 표시하고, 이하 단위는 생략하였다.

76)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은 2002. 12. 18. 법 제6782호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에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납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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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08. 12. 23. 원고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억 원을 감액경정하

였다(이하 ‘제2차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 소송의 진행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이상, 이를

이유로 증액된 10억 원이 모두 취소되어야 함에도 그 중 3억 원만을 취

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제2차 감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 부분’에 대하

여 취소소송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제1, 2차 감액경정처분을 통하여 모두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나) 항소심은 “원고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면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미수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분에 관한 주장)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과세

단위에 관한 위법사유(해외 현지법인 구상채권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

입분에 관한 주장)를 주장한 결과 피고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증액경정

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하여 1, 2차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증액경정

처분은 위 각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모두 취소되었다.”고 본 다음 “결

국 증액경정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증액경정처분

의 세액 중 일부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

들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과

세관청이 신고로 확정된 부분 중 일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여

전히 증액경정처분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 2차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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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등의 위법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쟁송절차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

분을 한 경우(해외 현지법인 구상채권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분)

는 그 실질이 증액된 세액(이 사건 미수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부분)을 다시 감액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을 감

액한 것인 만큼, 납세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다음, 이와 달

리 이 사건 소가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국세

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

즉, 판례는 당초 신고 또는 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도 과세관청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신고 또는 처분 세액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77),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 후 직권으로 감

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감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를 고려하여 당초처분 부

분을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증액경정처분 부분을 취소한 것인지 판단해

야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

되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78))

77) 박성규, 「당초 신고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신고 또는 처분의 세액에 대해서도 취
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87호, 법원도서관, 2011, 715쪽
참조.

78) 이하에서는 ‘대법원 2011두4855’ 판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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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79) -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

가) 원고는 2001. 12. 28.80)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억 원을 신고·납

부하였고, 그 후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

시한 후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12. 5. 원

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0억 원을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07. 3. 2. ‘분할과정에서 유형자산감액손실 중

1,512억 원(이하 ‘이 사건 감액손실액’이라 한다)을 세무상유보사항으로

승계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이후 별도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범

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8. 1. 21. ‘원고가 2002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 세무상유보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

로 추인하되, 2006. 12. 5. 고지된 법인세 경정액을 경정세액의 한도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경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 중 2002 사

업연도 법인세 40억 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소송의 진행경과

79) 실제 사안에서는 2002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외에도 2003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2004
년도 사업연도 법인세가 함께 문제되었으나, 이하에서는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
고 및 이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80)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은 2002. 12. 18. 법 제6782호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납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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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6억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의 신설과 관계없이 원

고의 당초 신고와 이 사건 각 증액경정처분은 하나의 추상적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세절차라는 점에서 당초 신고는 이 사건 각 증

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는

증액경정된 세액부분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부분까지 취소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신고한 세액 부분은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가사 당초

신고를 흡수한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신고의 하

자를 다툴 수 있더라도 그 항고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는 범위는 증액경

정된 세액 부분에 한정될 것인데, 증액경정된 세액부분이 감액경정처분

으로 전액 취소된 이상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다) 1심은 2010. 7. 14. “당초 신고한 세액 부분(26억 원)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81)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불복기간의 경

과로 확정되어 그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경정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중 증액경정으로 증액

된 세액 전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200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은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하며,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다.

81) 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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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1. 1. 4. 1심의 판결이유

를 원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당초 신고한 세액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

분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82)”고 판시

한 다음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당초의 신고세액이나 결정세

액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법정신고기한

으로부터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이상

당초 신고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다투거나 그에 불복하여 취

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항소심과 동일한 결론을 취하였으며 원

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판례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후 당초 신고에 위법사유가 있

다는 이유로 ‘동액의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납세자의 증액경정처

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결론은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부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

고, 이는 앞서 살펴 본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의 결론과 차이가 있다.

라. 검토

두 판례는 모두 ‘당초 처분 또는 신고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증액

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순차로 있었고, 감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

또는 처분 사유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를 사실관계로 하고 있으나, 감액

82)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된 세액 부분이 제1차 감액경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제1차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전부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
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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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과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 중 취소를 구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은 처분사유를 고려하고 있어 총액주의와는 맞

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이 공간되지 않았고, 대

법원 2011두4855 판결이 대법원 2010두9808 판결보다 나중에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2011두4855 판결의 결론과 같이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원 2011두4855 판결은 변경된 결론의

이유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당초신고와 관련

된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

세심판원이 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가 감액경정을 한 경우’로서83) 과

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던 대법원 2010두9808 판결과 사실

관계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2010두9808 판결의 견해를 폐기하고 과세관청이 증

액경정처분 이후 당초처분을 이유로 감액경정을 한 사안에서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되는 부분을 항상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으로

취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 쟁점에 관

한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84)

제 5 절 과세처분과 불가쟁력

83) 해당 판결에서, 원고는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 후 피고의 증액경정이 있자, ‘감액손
실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사하여야 하고, 각 사업여도
별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이 ‘원고의 주장에 따라 감액손실액을
감가상각부인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각 사업연도
별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되, 증액경정당시 고지된
경쟁액을 경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가 증액경정처분 중 일부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84) 윤지현 교수는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에 대하여 ‘대상 판결에서도 보듯이 미처 예
상하지 못했던 경우가 나타나면 법원조차도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
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2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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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안정성과 불가쟁력

불가쟁력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불가쟁력은 과세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효력으로서85), 법령에 불복기

간 내지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이 도과하면 당사자가 더 이상 행

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86)87)

세법에서 ‘확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불가쟁력은 그러한

확정 중에서 ‘2단계 확정’이자 납세자에게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는 측면에서는 ‘불평등 확정’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88) 과세처분을 포함

한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정력과 함께

행정법관계의 효력을 조속히 안정시켜89)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함

이라고 이해된다. 판례도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

어90)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

85)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표현하고 있고, ‘확정
력’이 발생하였다고 표현하기도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대
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력’이라는 용어는 일반
적(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는 판결의 확정력을 의미하므로,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러한 효력을 행정행위의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최원, 「과세
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조세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22쪽 참조). 판례 또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대
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86)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행정쟁송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법 관
계의 조속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송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다(이일세, 「행정
쟁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제13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1, 34쪽 참조).

87) 다만, 납세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 또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에
관하여 일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후발적 사유
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제2항).

88) 최원, 「조세절차법상 확정 단계론－조세법상 ‘확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77쪽 참
조. 1단계 확정은 추상적 납세의무가 구체적 납세의무가 된다는 의미의 확정이다.

89) 이창희, 전게서, 218쪽 참조.
90) 한편, 공정력과 형식적 존손력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

며, 대법원은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며, 불복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을 동시에 언
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설 중 ‘포괄설’의 입장이라는 견해가 있다(최원, 「과세
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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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

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

툴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을 인정하고 있

으며91),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92)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

간은 현행법상 90일이며93), 법문은 이러한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한편, 납세자의 신고로 인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조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경정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되어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

기본법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9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납세자
는 이러한 무효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언제든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2)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실질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과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제3자 보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
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 다만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보더라도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국세부과
의 제척기간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과 동일한 정도의
제소기간은 필요하다고 한다(김철우, 「과세처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권
과 정의』 제481호, 2019. 229-250쪽 참조).

93)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항은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56조 제3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
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
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
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및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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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하고 있고 이 또한 불변기간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신

고로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어 과세처분

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과세처분의 경우 경정

처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조세채무의 확정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결

정과 납세자의 신고라는 두 가지 국면이 존재하므로, 불가쟁력과 관련하

여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경정청구 기간

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그 외에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간의 하자승계, 국가배상청구의 문제 등이 발생한

다.94)

원칙적으로 ‘실체적 진실주의’와 ‘법적 안정성’ 모두가 헌법상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 충돌

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주의가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필요에 의하여 때로는 법적 안정성

이 실체적 진실주의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조세

법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법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조세법 영역에서

는 특히 ‘세액확정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다.95) 행정소송제도를 가진 우

리나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행정처분’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결정을 조세부과처분 또는 과세처분으로 이해하면서, 조세채

무자가 불복기간 내에 위 처분에 다투지 아니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조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법적 안정성’이 인정되다.96) 한편, 국가 내지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나 당초처분 이후에도 제척기간 이내라면 증액경정을 할 수 있으므로97),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결국, 조세채무자 입장에서는 불가쟁

94) 최원,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24-28쪽 참조.
95) 윤병각, 전게서, 17쪽 참조.
96) 판례도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을 인정하는 이유로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97)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중복 조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만 부득이하게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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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발생으로 다툴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에 우위를 양보하

고 있는 셈이다.98)

2. 불가쟁력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

대법원은 종래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자의 신고 또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은 후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확정된 세액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고, 원칙적으로 당초 신

고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증액경정처분

이 항고소송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아,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고

법적 안전성을 그 범위 내에서 포기하였다. 그러나 2002년 국세기본법

제22조 3 제1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실체적 진실주의를 일정 부분 포기하

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 이후인 2010. 12. 27.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 및 2014. 12. 2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99) 등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의 적용범위는 줄

어들었다.

3. 불가쟁력의 포기 가부

그러나 불가쟁력이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

로, 당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

다.100) 과세관청의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쟁송기간의

98) 윤병각, 전게서, 23쪽 참조; 임승순,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Ⅰ)」, 431쪽 참
조.

99) 2010. 12. 27. 개정된 법률 제11124호는 위 조항 단서에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
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
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최초신고세액분
과 이후 증액경정분으로 분할되었고,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에 의하여 경정청
구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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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감액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감액하거나 직권취소를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소멸시키고, 불

가쟁력을 포기할 수 있다.101)

실체적 진실주의의 실현과 합법성의 원칙 및 과세관청의 의무가 단순

히 세수의 확보가 아니라 ‘실질적 조세채무의 부과102)에 기한 세수의 확

보’임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당초에 결정한 세액이나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에 실체적 오류를 발견할 경우 과세관청이 이러한 오류를 시정할 의

무가 있고, 오류의 시정에 재량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

이지만103), 과세관청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취소나 감액

경정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이미 확정된, 특히 불가쟁력이 발생한 세액에 관하여 오류를 발견한 경

우 이를 취소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이 감액경정을 하는 이유는 실체적으로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조세만을

걷어야 하는 과세관청의 소임을 다하는 한편 불가쟁력의 발생으로 인하

여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불복 기회의 제한 및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권리행사기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액경정 당

시 과세관청의 의사는 불가쟁력으로 인해 얻은 법적 지위를 스스로 포기

100) 정하중, 『행정법개론(제10판)』, 법문사, 2016, 255, 293쪽 참조.
101) 이창희, 전게서, 146쪽, 225쪽 참조; 박종국, 「행정행위의 존속력」,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 방산 구병삭박사정년기념』, 박영사, 1991, 649-650쪽 참조; 헌법재판
소도 “당해 기한 내에 경정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조사에 의하
여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감액경정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전원재판부 결정).

102)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저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다
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라고 하여, 법률에 의하는 경우에
만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과세)를 공
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103) 윤병각, 전게서, 18쪽 참조; 홍정선, 『행정법원론(제10판)』, 박영사, 2006, 372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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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함이며, 판례도 이를 존중하여 직권감액이나 직권취소를 인정하

고 있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을 경우’ 또는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

정처분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처분과 마찬가지로

불가쟁력을 포기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과

세관청이 외관상으로는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상

얻은 법적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

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포기하자고

함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제 6절 요약과 소결론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과세관청의 결정에 해당하는 과

세처분은 행정처분성을 가지며, 경정에 해당하는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

처분 또한 모두 행정처분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처분

또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

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한편, 불가쟁력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있어서

인정되는 효력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일정기간 내에 처분에 대하여 쟁송

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발생하고, 불가쟁력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 즉

과세처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

이 없다. 반면 행정청, 즉 과세관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불가쟁력은 이와 같은 불균형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의 심판범위에 대하여 ‘총액주의’ 입장을 취해왔

으며,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

투면서 부과된 전체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 흡수설의 입장

에서 ‘불가쟁력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반면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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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납세자는 여전히 당초처

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2002년 국세기본법에 현행 ‘제22조의 3’에 해당하

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제1항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이 부과된 경우에도

당초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대법원은 납세자는 여전

히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면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보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액경정처분에 의

하여 증액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당초 신고 또는 처분에 불

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순차

로 있었던 경우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 중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

는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한 사안에서는 감액경정처분의 사유가 당초

처분과 관련이 있음을 이율 이는 당초처분의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한 것

이고 따라서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된 세액의 범위에 대

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한 사안에서는 증액경정처분과

동일한 세액의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이상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 중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없다고 보았다.

이후의 장에서는 위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당초처

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과 증액경정이 순차

로 있었던 경우’와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순차로 있었던 경우’에 관하

여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경우에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

는 무엇이고, 이러한 차이는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결국, 이 글에서 최종적으로 논하고자 하는 증액

사유와 감액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외관상으로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경정처분을 하였던 경우 경정처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

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결론에 도출함에서는 기

본적으로 이 장에서 살펴본 과세처분의 개념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총액

주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

항의 입법취지와 불가쟁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각해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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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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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별 논의와 문제의식의 제기

제 1 절 불가쟁력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1. 납세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신고납세 세목에서 납세자의 신고가 없었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또한

없었거나, 부과과세 세목에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없었다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러한 경

우에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처분사유 A를

이유로 한 세액 5억 원을 특정하였다가 이를 다시 3억 원으로 감액하고

다른 처분사유 B를 이유로 세액 3억 원을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납세자

에게 6억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한 납세

의무는 6억 원이다.

부과처분으로 고지받은 납세의무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납세자는 ‘6

억 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연히 세액 6억 원

에 대하여 다퉈볼 수 있고, 만약 납세자가 위 부과처분 중 처분사유 B와

관련된 세액 3억 원의 부분에 대하여만 이의가 있다면 ‘6억 원의 부과처

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3억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 된

다.

2.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 과세처분에 의한 확정과 경정처분

과세관청의 ‘5억 원의 부과처분’이 있어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일단 확

정된 경우에도 부과처분으로부터 90일, 즉 쟁송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과

세관청이 ‘6억 원의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납세자는 ‘6억 원의 경정처분’

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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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6억 원 전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이는 위 경정처분이 ‘당초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를 이유로 2억 원을

감액하고, 다른 처분사유를 이유로 3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당시 당초처분에

관하여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법원의 심판 범위에 관하여 전혀 불만을 가질 것이 없다.

나. 납세자의 신고에 의한 확정과 경정처분

신고납세 세목의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로 인하여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간104)이 지나기 이전에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처분이 있었다면 납세자는 6억 원 전부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구한 다음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05) 이 경우에도 역시납세자는 법원의 심판 범위에 관하

여 불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경정처분이 사실은 감액사유와 증액

사유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정처분이 실질적으로 감액경정과

증액경정, 두 개의 처분이라고 취급하여 당초 신고로 확정된 부분은 3억

원만이 남아있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3억 원의 세액이 추가로 부과

된 것으로 보거나 그와 같이 법리를 구성할 실익이 없다.

104) 경정청구기간은 처음에는 1년이었으나, 그 후 2년, 3년, 5년으로 변경되었다(국세기
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임승순 변호사는 「세액의 확정·경정과 조세쟁송(Ⅱ)」,
373쪽에서 ‘종래에는 당초 신고의 불복기간도 문제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기간
이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당초신고의 불복기간 도과
후 증액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문제될 여지도 그
다지 없다.’고 설시하였다.

105)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에서도 원고의 2002년 사업
연도 법인세에 대한 청구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전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
여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2004 사업
연도 법인세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인 2005. 3. 31.부터 그 경
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2. 5.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증액
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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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글의 문제의식과 소결론

그런데, 이 글의 문제의식은 과세관청이 증액할 만한 요소와 감액할

만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외관상으로 차액 1억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 단순히 ‘1억 원의 증액경정’이 아니라, 각 처분사유에 따라 ‘3

억 원의 증액경정과 2억 원의 감액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자는 것이고,

따라서 ‘3억 원의 당초처분’ 또는 ‘3억 원의 신고’와 ‘3억 원의 증액경정

처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위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글의 문제의식은 당초처분이 있고 그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는 것, 따라서 불가쟁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제 2 절 불가쟁력이 문제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어떤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과세표준

을 기준으로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90일의 쟁송기간이 경과하

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지만, 실체적 납세의무의 차원에서 다른 처분사

유에 의한 증액의 요인과 당초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감액의 요인이 존재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신고납세 세목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

세자의 신고가 있었으나, 그 신고에 오류가 있는 한편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 과세관청이 감액경정 후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

가. 최종 세액이 증가한 경우

과세관청이 ‘5억 원의 부과처분’을 한 후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당초 부과한 5억 원 중 세액 2억 원과 관련하여 오류를 발견하였으므로

‘2억 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한 다음 얼마 후 새로운 처분사유를 발견하

였음을 이유로 ‘3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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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스스로 감액경정을 하지 않는 한 감액경정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과세관청이 스스로 감액경정을 한다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감액경정처분

에 의하여 당초처분 중 세액 2억 원의 부분이 취소되고, 당연히 그 부분

에 발생하였던 불가쟁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남아있는 것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3억 원의 당초처분’이다. 한편,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이내라면 증액경정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 납세자에게 추가 납세의무

를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선행된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당초처분 중 2억 원 부분이 취소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세액은 줄어들

었고, 그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납세자의 납세의

무 3억 원은 새로 발생한 것이므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

1항의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따르더라도, ‘증액된 세액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최종 세액이 감소한 경우

한편, 과세관청이 ‘5억 원의 당초처분’을 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2

억 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그 후 새로운 처분사유를 이유로 ‘1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던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5억 원이었

으나, 현재 납세자에게 인정되는 납세의무는 4억 원이므로, 납세자의 납

세의무는 종전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억 원의 감액경정처

분을 함으로써 당초처분 중 2억 원 부분을 취소하였고 그 부분에 발생한

불가쟁력은 당연히 소멸되었으며, 과세관청이 그 후 1억 원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소멸한 불가쟁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규정 및 판례

에 따르더라도 추가로 ‘증액된 세액 1억 원’ 범위 내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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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인 이해

그렇다면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과세관청이 먼저 증액경정처분을 한

다음에 감액경정처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즉, 과세관청이 처분사유

A를 이유로 ‘5억 원의 당초처분’을 부과한 후 쟁송기간 경과로 당초처

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과세관청이 그 이후 새로운 처분사유 B를

이유로 ‘3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한 다음 처분사유 A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2억 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이다. 증액경정처

분과 감액경정처분의 순서만 달라졌을 뿐, 5억 원의 당초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최종

적으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납세의무가 6억 원이라는 점은 같은 절 1.의

(1)에서 본 사안과 동일하다.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의 관계에 있어서 납세자는 증

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쟁

송기간을 준수하는 한 납세자가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 이후에 증

액된 순 금액 1억 원(= 6억 원 -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

및 판례의 결론에 의하면 그 부분의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

하여 각하된다.106)107)

나. 문제의 제기

106) 이창희, 전게서, 238쪽 참조.
107)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의 ‘확정’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으

로 이해하는 실체적법 개념설은 불가쟁력에 대한 법리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에
서 도출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에 대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며, 이 견
해에 의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 납세자가 다
툴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과는 관련이 없다(김완석·
박종수·이중교·황남석, 『주석 국세기본법』, 삼일인포마인, 2020, 560-5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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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이 보게 되면

2.의 경우, 즉 ‘과세관청이 감액경정 후 증액경정을 한 경우’와 여기서 말

하는 3.의 경우 즉,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을 한 경우’를 ‘다

르게’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려면 당

초처분과 관한 처분사유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부과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그 부분에 대한 불가

쟁력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하고, 따라서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

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 사실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먼저 할지, 감액경정을 먼저 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유를 먼저 발견하는지와 같은 ‘우연’

에 달린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먼저 하

는 경우와 감액경정을 먼저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결론이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이 든다.

(2) 앞에서 살펴보았듯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은 과세관청이 당초 처

분과 관련된 처분사유를 이유로 직권감액을 한 경우 이러한 직권감액은

당초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는 과세관청의 감액경

정을 스스로 불가쟁력을 허무는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감액경정의 처분사유가 당초처

분과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직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직권감

액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은 불가쟁력에 발생한 당초처분 중 일부에 해당

하게 되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 3억 원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 및 판례의 결론에 의

하더라도 납세자는 3억 원(순 증가 세액인 1억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액 2억 원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의 범위 내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

하여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문제는 우연에 따라 법원의 심리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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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납세자의 쟁송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근거가

충분하고, 타당한지이다. 이는 고스란히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에 대한 의문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 감액경정의 구체적 모습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관

계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의 구체적 성격이 다를 수 있고, 감액경정처분의

성격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효과의사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

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본다.

1)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대법원 2011두4855 판결의 사안과 같이,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대

하여 취소심판을 먼저 제기하였고 인용결정이 있은 후 과세관청이 그 인

용결정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직권감액

외관상으로는 모두 ‘직권감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쟁송과 관련

이 있는 감액경정과 쟁송과 관련이 없는 실질적인 직권감액의 경우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의 사안과 같이 과세관청이 직

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으나,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를 이미 주장하였던 경우에 과세관청이

직권감액을 하였다면 감액경정처분 당시 과세관청의 대체적인 의사는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에 굳이 쟁송절차 내에서 패소 결정이나

판결을 받는 대신 스스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감액경정은 직권감액이나, ‘쟁송과 관련있는 감액경

정’에 해당한다.108) 반면, 쟁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전혀 없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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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스스로 감액경정을 하였다면 이는 ‘쟁송과 관련

이 없는 경우’로서 진정한 직권감액에 해당한다.

3. 과세관청이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의 구체적 모습

1) ‘차액’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경정처분

앞에서도 보았지만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이란,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5억 원의 부과처분’을 한 이후 추가로 ‘1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경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 ‘당

초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A에 오류가 이유로 이미 확정된 2억 원을 취

소하는 한편 새로운 처분사유 B를 이유로 증가될 세액이 3억 원이어서

결과적으로 그 차액 ‘1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이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5억 원의 당초처분’ 이후 당초처분과 관련된 3억

원에 대한 감액사유와 2억 원에 대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동시에 발견한

경우 별도로 각각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차

액인 ‘1억 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증액사유와 감

액사유를 모두 발견한 경우에 실제로 이와 같이 차액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고 있음을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증액사유와 감액사유가 각각 복수인 경우

판례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처분사유

A와 B를 이유로 ‘5억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후 처분사유 A를

이유로 1억 원을, 처분사유 B를 이유로 1억 원을 각 감액할 사정을 발견

함과 동시에 새로운 처분사유 C를 이유로 1억 원을, D 처분사유를 이유

108) 윤지현,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2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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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억 원을 각 증액할 사정을 발견한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사유와 감액

사유의 차액인 ‘1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게 된다.

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증액경정처분과 취소소송의 심

판 범위

1) 일반적인 이해 – 하나의 증액경정처분과 심판 범위

과세관청의 당초처분으로부터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납세자의 신고로

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이후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차액’에

대한 ‘하나’의 경정처분이라는 것이고, 경정처분이 종전보다 세액을 증가

시키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으로 이해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

를 구하더라도 당초처분과 관련된 세액 5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쟁

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다툴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다툴 수 있다.

‘과세관청이 감액경정 후 증액경정을 한 경우’(2.의 경우)에 대한 결론

은 현재의 실무상으로 사실상 의문이 없는 경우인 반면, ‘과세관청이 증

액경정 후 감액경정을 한 경우’(3.의 경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에서 확인된 것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의문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심판의 범위에 관한 ‘총액주의’ 입장은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

법여부를 판단하고 처분사유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정처분은 순

증가된 액수, 즉 ‘차액’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이 일

단 표면적으로는 ‘불가쟁력’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2.의 경우보다는 3.

의 경우에 더 가까운 사례로 인식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인

다. 그 결과 납세자는 순 증가된 액수, 즉 차액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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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문제의 제기 – 두 개의 과세처분설과 심판 범위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경정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세액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새로운 처분사유를 이유로 1억 원의 세액을 증액하

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과 관련된 세액 2억 원의 감액사유와 새로운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세액 3억 원에 대한 증액사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외관상으로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하나의

경정처분을 부과하였으나, 실질을 고려하여 새로운 처분사유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은 ‘3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고, 당초처분과 관련한

감액사유 부분은 ‘2억 원의 감액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두

개의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또는 그와 같이 의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증액경정처분’이 있

을 경우 신고 또는 당초처분에 발생한 불가쟁력은 소멸되고 납세자는 증

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면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

므로,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증액경정처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의 신설

이후 판례는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

서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정처분을 어떻게 취급하

느냐에 따라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경정처분을 두 개의 처분

으로 의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발생한다. 과세관

청이 다른 처분사유를 이유로 증액과 감액을 겸하는 외관상 1개의 경정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순차로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을 할 것

인지는 전적으로 ‘우연‘이나 ’과세관청의 의사‘에 달려있다. 따라서 결과

적, 형식적, 외관상으로는 하나의 처분이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과세관청

의 자의로 인해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면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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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로잡아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실질’과 ‘형평’에 부합하는 결과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제2장 제4절 4. 나.에서 살펴본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의 결론

을 이 사안에 연장한다면, 경정처분 중 감액사유와 관련된 세액은 당초

처분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이 불가쟁력을 스스로 허물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액사유와 관련된 세액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

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고,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에 대하

여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입장은 이러한 형태의 경정

처분을 두 개의 처분 즉, 증액사유와 관련된 하나의 ‘증액경정처분’과 감

액사유와 관련된 하나의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는 주장이 된다. 증액과 감액사유가 각각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도

감액사유는 모두 당초처분과 관련된 것이고, 증액사유는 새로운 것이라

면, 하나의 증액경정처분과 하나의 감액경정처분, 즉 두 개의 처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109)

다.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감액경정처분과 취소소송 가능

성

1) 일반적인 이해 - 하나의 감액경정처분과 취소소송 가능성

한편,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세액을 감

소시키는 경우에 이를 ‘하나의 감액경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기존 법리에

따라 납세자는 당초처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당초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납세자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감액경정

처분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109) 총액주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별개의 처분을 볼 것은 아니
며, 실익은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
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A와 B 처분사유로 인한 ‘2억 원의 감액경정처분’과 C와 D
처분사유로 인한 ‘3억 원의 증액경정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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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0) 판례는 그동안 이러한 경정처분은 하나의 ‘감액경정처분’에 해당

하고, 납세자가 당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감액경

정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왔다. 이

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계

의 대부분의 견해는 판례가 총액주의의 관점에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하나의 감액경정처분으로 취급하는 데에 달리 이의가 없는 듯하며,

결과적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과적

으로 세액이 감소하여 납세자의 지위가 종래에 비하여 유리해졌다는 점

에서, 특별히 위 경정처분을 하나의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라 두 개의 처

분으로 취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문제의 제기 – 두 개의 과세처분설과 취소소송 가능성

그러나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따르면 외관상으로는 하나의 감액경정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억 원의 증액경정처분’과 ‘3억

원의 감액경정처분’ 즉, 두 개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 있고,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된 2억 원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경정처분에 의하여 총 세액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이를 언제나 수익적

처분으로 취급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일률효과를 결부시

키는 것은 부당하고, 내부적으로는 부담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납

세자가 이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111)

110) 임승순, 전게서, 333쪽 또한 “이 부분은 양자를 하나의 감액경정처분으로 볼 것인
가, 아니면 감액과 증액 두 개의 처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어느 것이 먼저라고 보든 증액부분에 대
한 불복이 가능한데, 판례는 전자로 이해한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111) 이에 대하여, 총액에 있어서 감소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언제나 수익
적 처분으로 취급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효과를 일률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단견이라는 비판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
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의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를 감액경정처분이
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감액경정처분에는 수익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담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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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의식의 장·단점과 소결론

이러한 주장의 결과는 역시 증액과 감액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 아니면

동시에 하느냐 하는, 전적으로 ‘우연’에 의한 사정에 따라 심판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

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와 판례에 따라 불가쟁력의 보호를 받

고 있는 과세관청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표시 해석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

다.

이와 같이 이 글의 문제의식에서 처음 제기한 논점은 사실은 불가쟁

력, 그 중에서도 국가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되는 당초처분에

발생한 불가쟁력의 문제와 주로 연결된다. 불가쟁력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하는 경우와 순차로 하는 경우, 순차로 하는

경우 어떤 순서로 하는 경우에건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

다. 이것이 제1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

의 해석론과 불가쟁력의 개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이기도 하

다.

이로 인하여 이 글의 논점은, 이와 같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

이 있을 때 그러한 불가쟁력을 굳이 의식적으로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인정하고 강조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의도 또는 논리를 존중

할 것인지, 아니면 증액과 감액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연에 따른 것이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논리를 더 우성 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로 좁혀지게 된다. 다음 장 이후에서는 이론적인 문제

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연태,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안암법
학』 제12호, 안암법학회, 120-121쪽 참조). 다만, 대법원도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
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
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유와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심판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혹은 그
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경정결정이 심판대상이 된다(1996. 7. 30. 95누63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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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논한 후,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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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문제의식의 타당성 - 이론적, 현실적,

입법적 측면에서

제 1 절 논의의 이유

이 장에서는 제 2장에서 살펴본 여러 요소들을 다시 등장시켜 각각의

요소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떤 답을 제시하는지, 어떤 입장을 더 지지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의 문제의식은

쟁점주의적 아이디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총액주의와 이론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오히려 현

실적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어 모순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과세관청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는 한

편, 입법취지나 과세관청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의 결과로 납세

자의 쟁송 범위 내지 법원의 심리 범위를 넓게 볼 필요성이 있는지 함께

검토한다.

제 2 절 이론적 측면의 문제

1. 과세처분의 행정처분성

처분의 개념과 심판 범위, 세액 중심의 사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납

세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세액을 확정시키거나 이를 취소한다는 점

에서 과세관청의 행위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부여받는 근거가 있다고 지

금껏 이해되었다. 과세관청의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납세자는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

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납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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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된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도 당초의 처분사유

를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고, 법원의 심판 범위 또한

‘부과된 세액이 진정한 세액의 범위 안에 있는가’이므로, 변경된 처분사

유가 적법하다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글의 문제의식과 쟁점주의적 관점

이 글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은 지금까지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왔던

‘세액’을 ‘처분사유’ 별로 쪼개는 것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차액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의 경

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비록 겉보기에는 하나의 행정작용만이 있다고 보

이지만, 실제로는 증액과 감액의 각 처분사유별로 행정작용이, 즉 증액경

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각각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두 개의 처분사유로 인하여 각각 30만 원과 40

만 원의 세액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자. 전체로서의 세액은 70만 원이다.

대법원 2010두9808 판결과 이를 기초한 이 글의 문제의식은, 이 때 만약

처분사유 A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면 단순히 세액의 합계를 70

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감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0에서 30만 원

의 구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한편, 30∼70만 원의 구간의

세액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만약 C라는 처분

사유가 추가되어 20만 원의 세액이 발생한다면 전체로서의 세액은 60만

원이 되는데, 이 글의 문제의식은 0∼3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70∼90만 원 구간의 세액이 추가로 발생함으로써

30∼90만 원의 구간의 세액 60만 원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즉, 처분사유 A에 의하여 발생한 세액과 처분사유 B와 C에 의하여 발생

한 세액은 서로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차

액에 대한 하나의 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증액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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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사유가 각각 고려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각각의 경정처분이 있었다

고 말하게 된다. 이는 결국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를 정

함에 있어 세액과 같은 총액보다 처분사유와 같은 ‘쟁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쟁점주의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쟁점주의’의 핵심적인 아이디

어가 연장된 결과에 해당한다.

3. 총액주의 이론과의 충돌 여부

가. 총액주의적 관점으로부터의 의문

국세기본법 제22조 3 제1항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불가쟁력 및 부수적 효력들이 소멸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고, 그 이후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당초처분의 효력

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총액주의’ 및 ‘흡수설’의 태도를 취

하고 있다.112) 한편,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의미를 두는 것은 납세의

무가 인정되는 ‘세액’이 얼마인지이고, 총액주의 이론의 실질적인 근거이

기도 하다. 그렇다면, 판례가 큰 틀에서 총액주의 입장을 유지하는 한,

증액경정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

소되는 부분 및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증액사유

와 감액사유를 겸하고 있는 경정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

로 사실 심판의 범위에 관한 현재의 체계, 즉 ‘총액주의’ 입장에서 증액

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을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113)

112) 정부 입법에 의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은 사실 ‘병존설’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지나, 판례는 ‘흡수설’을 따르고 있다(이창희, 전게서, 237쪽 참조; 윤
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121쪽 참조).

113) 윤지현 교수는 ‘대상 판결(2010두9808 판결)의 입장은, 대법원이 총액주의 이론을
유지하는 한, 법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일관성인 논리적 정합성 면에서 정당화되기
가 일단 쉽지 않다.’고 설시하고 있다(「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
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
찰」, 214쪽 참조).



- 66 -

세액의 경정을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정처

분을 두 개의 처분이라고 볼 근거는 세법에 나오지 않으며, 의사표시 해

석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반적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사유 A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30만 원의 세액’을 취소할 뿐, 그 30만 원의 세액이 0∼30만 원의 구간

의 것인지, 60∼90만 원의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취소청구

가 가능한 범위를 특정하고자 할 때 이러한 별도의 이론 체계는 어디에

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인가?

나. 제22조의 3 제1항의 신설로 인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구분 및 세액기준설의 문제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법원이 과세관청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30만 원의 세액’만을 취소한다고 뿐, 취소하는

세액의 구간을 특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114)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신설로 인하여 납세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당초처분 이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당초 신고 또는 처분에 의한 세액 부분’과 ‘증액경정처분에 의한 추가

세액 부분’은 구분된다.115) 대법원 2010두9808 판결 또한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세액 부분과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된 세액 부분이 구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에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다면 법원은 납세자의

114) 윤지현 교수도 이에 대하여 ‘흡수설하에서는 적어도 소송법적으로는 항상 하나의
과세처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념되었기 때문에, 일부취소설은 그저 그 하나의
과세처분을 수량적으로 일부 취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충분하였기 때문이다.’라
고 설명한다(「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
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217쪽).

115) 국세청은 개정세법 해설에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규정은 신고 또는 결정에 의하
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경정의 효력에 관하여 적용상 혼란
이 있어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 등 세법규정을 적
용함을 법률로써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2003, 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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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가 어느 범위에서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액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이 당초처분 중 일부인지, 증액경정처분 중

중 일부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과세관청에게

단순히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된 전체 세

액 중 일부 세액을 취소한다는 총액주의 식의 의사만이 있었더라도 마찬

가지이다. 만약 ‘총액주의’와 ‘세액 기준설’을 일관하여 단순하게 감액경

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만큼이 취소되었으므로 납세자가 증액경정

처분 중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게 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감액경정처분은

항상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부분을 취소하는 것이 되고, 당초처분 중

일부를 직권취소하여 불가쟁력으로 얻은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사는 현실 세계에서 작용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116)

마찬가지로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의 경우에도 납세자

가 경정처분에 의하여 다투는 경우, 법원은 납세자가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 증액된 세액 부분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도 이를 항상 차액에 대한 하나의 경정처분으로 취급하게 되면, 고

려한 감액사유에 대하여 불가쟁력을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다.

다. 총액주의의 한계와 일관성의 법적 의의

(1) 한편, 조세소송의 심판 범위에 대하여 판례가 총액주의 입장을 취

하고 있음에는 이견이 없으나, 총액주의 이론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지

니고 있다거나117), 판례의 총액주의는 일관성이 없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있다.118) 또한, 판례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제기되어 법원이

116) 윤지현,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216-218쪽 참조.

117) 본 논문, 제2장 제2절 2. 총액주의 부분(이창희, 전게서, 238, 241쪽 참조)
118)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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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을 한 이후에도 과세관청이 다른 처분사유에 의한 재처분을 하

는 것은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며 광범위하게 재처분

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쟁점주의적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19)120)

그 결과 총액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인 ‘분쟁 해결의 일회성’은 달성되지

않으며, 심판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이

유로 ‘쟁점주의로의 전환’이 주장되기도 하였다.121)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신설로 인하여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순수한 총액주의

이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122) 그렇

다면, 총액주의를 이유로 이러한 문제의식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119) 임승순, 전게서, 334쪽 참조;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 280쪽 참조. 한편, 재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는
입장이나, 총액주와의 논리적 일관성을 이유로 전소에서 추가·변경이 가능하였던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삼아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는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는 견해(고종주, 전게논문, 215쪽 참조; 석호철, 「기속력의 범위로서의 처분사
유의 동일」, 『행정판례연구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79쪽 참조)와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함을 이유로 다른 처분사유에 의한 재처분을 전부 제한할 것은 아
니지만, 적어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차단효가 미치게 된다고 보아
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구욱서, 전게논문, 87면 참조; 김의석,
전게논문, 152쪽 참조;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
구』, 89쪽 참조)가 있다.

120) 윤지현 교수는「과세처분의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가
능한 범위’」, 94쪽에서 “재처분이 금지되지 않음으로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던 분
쟁이 그 후에 일어나는 새로운 절차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소송
의 기본구조는 이미 총액주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
하고 있다.

121) 윤지현 교수는『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쟁점주의로의 전환’, ‘소송물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보자는
견해’, ‘판결의 효력 범위만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확장하자는 견해’ 등을
제시하였다.

122) 윤지현 교수는「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
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224쪽에서 ‘이 글에서
다룬 문제 자체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１항이라는 이질인 요소가 흡수설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 체계 내에 뛰어들면서 생긴 특이한 것이라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개정법 하에서 이미 기존의 이론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
고, 그 가운데 생겨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분사유에 일정한 소송법
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사유 기준설
을 예외적으로나마 일부 경우에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한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론의 일관성을 이유로 하여 어느 경우
에나 세액 기준설을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 69 -

(2) 한편,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의 ‘일관성’이란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

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법원이 법을 해석하거

나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을 함에 있어 유지하여야

할 태도이다.123) 그러나, 일관성은 더 논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지향하

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일관성을 유지하

는 것이 타당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론의 일관성을 일부 포

기하거나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124) 따라서 이론의 일

관성을 유지한 결론이나 판단이 불합리하다면 이론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고 하여 이러한 결론을 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론적 일관성을

이유로 구체적 사안에서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쉽게 포기하기는

것은 옳지 않고, 이론적 일관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123) 대법원은 법 해석의 방법에 대하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
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
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
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
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고 판시하고 있다.

124) 박광배·홍성진,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판결 및 선고의 일관성」, 『한국심리학회
지: 사회 및 성격』 제7권 제2호, 1993, 74쪽은 “유·무죄 판결과 선고에서 일관성에
대한 이론적 정의는 만약 어떤 특정한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재판이 반복적으로 수
행될 때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판들의 결과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Diamond,
1983). 그러나 모든 것이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재판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일과성에 대한 정의는 이론적인 정의에 불과하고, 또 다른 의미는 비차별성이다. 그
런데 만약 모든 절도범에게 손목을 절단하는 형을 선고한다면 이것은 일관된 법적
용이지만 정의로운 법적용은 아니다. 다만, 일관성은 다만 정의로운 법체계를 보장
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나, 다분히 적어도 일관성이 결여된 법체계는 정의구현에 있
어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게 되며, 법적용이 예측불가능하거나 운 혹은 우연에 의
해 이루어지는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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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사소송물 이론에 관한 판례의 절충적 태도

한편, 법원은 민사소송과 관련하여도 기본적으로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로 파악하여 그에 의하여 소송물이 식별된다는 구소

송물이론을 따르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다소 구소송물이론을 완화

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데125), 구소송물이론에 대한 비판과 실제 사건에

있어서 합리적 해결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하나의 이론이 완벽하

지 않고, 각각의 이론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구소송이론’의 기본적인 태

도를 유지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신소송물이론의 아이디어를 절충함으로

써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액주의와 쟁점주의는 조세심판에서 심리 방법과

관련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제시되기 시작하여 조세소송에서 소송물

내지 법원의 심판 범위에 관한 이론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완벽하다거나

체계적으로 정립된 이론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에서도 소송물

이론과 관련하여 신소송물이론, 구소송물이론이 대립하는 것과 같이 서

로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

다.126) 따라서 법원이 반드시 일관하여 이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고 말할 것은 아니며, 오히려 두 가지 이론을 적절하게 활용함이 구

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는 데는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4. 검토

125) 이시윤 교수는 “판례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구이론의 입장이나, 소송의 종류에 따라
신이론으로 접근하는 유연성도 보이고 있다. 소유권등기말소청구와 진정한 등기명
의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파산절차개시 후의 파산채권확
정청구의 경우에는, 목적과 실질에 비추어 동일소송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신민사소송법(제13판)』, 박영사, 2019, 252쪽);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
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권으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
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을 ‘실질상’ 동일한 것을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판시하였
다.

126) 소순무·윤지현, 전게서, 418쪽은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대립은 마치 민사소송의
소송물론에 있어 신소송물론과 구소송물론의 대립과 흡사하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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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소송물이나 심판 범위에 관한 현재 법원의 입장은 ‘총액주

의’라고 일컬어지며,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는 ‘흡수설’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신설로 인하여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판결의 효력

범위 및 재처분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쟁점주의’적으로 실무를 운영

하고 있다. 처분사유를 기준설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론적 일관성만을 이유로 총액주의 및 세액 기준설

을 취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없고, 민사소송물 이론에 대하여도 판례가

절충적인 판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총액주의’ 하에서

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의식이 쟁점주의적 아이디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법원이 문제의식과 같은 결론을 취할 경우 심판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고 그

결과 총액주의의 한계로 지적되거나, 또는 쟁점주의로의 전환이나 새로

운 이론에 대한 필요성의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

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3 절 현실적 측면의 문제

1.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회피 가능성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의 결론 및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

처분을 두 개의 처분으로 보아 납세자가 증액사유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의식과 그러한 결론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과세

관청이 스스로 감액경정을 하는 것을, 특히 증액경정을 한 이후 감액경

정을 하는 경우를 꺼리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 글을 문제의식처

럼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을 항상 증액사유와 감액사유

부분으로 나누어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즉 ‘두 개의 행정처분’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과세관청은 항상 감액사유에 대한 고려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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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액의 요소만을 가려내어 가능한 최대 세액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

을 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스스로 하지 않

고 당초의 결정세액에 오류가 있다면 납세자로 하여금 쟁송의 방식을 통

해 가져가라는 식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납세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당초처분에 오

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만약 과세관청이 감액사유를 발견하

다면 신의성실 내지 합법성의 원칙상 당연히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쟁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과세

관청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한, 과세관청 자신을 제외하고는 과

세관청이 어떠한 감액사유를 발견하였는지에 대하여 -즉, 이를 발견하도

고 감액경정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으며, 과세관청이 쟁송 결과를 기다린 후 그 결과에 따라 뒤늦게

감액경정을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입는 불이익이 없으며127), 이러한 과세

관청의 행태를 비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또한 달리 없다.

결국,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결론은 우연에 따라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

로 과세관청이 스스로 직권감액을 하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

지 기다리게 만들고, 납세자가 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관청의 직권

감액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결국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쟁송비용을 그만큼 늘리게 되는 것이다.128)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감

수하고서라도 ‘우연’에 따라 납세자의 구제 범위가 달라지는 결과를 반드

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2. 소송당사자의 실익

127)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면 이는 과납금에
해당하게 되고 과세관청은 조세를 환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국세기본법 제51조 제
1항), 오납의 경우에는 납부시 가산금이 발생하나 과납의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
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시에 가산금이 발생한다(국세기본법 대통령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128) 윤지현,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2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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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상의 실익은 ‘전체 납세자’가 아니라 ‘소송당사자’를 기준으

로 결정할 문제이고, 경정처분에 대하여 쟁송절차에 나아간 납세의무자

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지면 쟁송범위가 넓어지는 실익이 있

다. 납세자가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 중 증액사유와 관련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주장하였는

데, 법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증액사유와

관련된 세액이 감액사유와 관련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증

액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감액사유와 관련된 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감액경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반면, 법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처분은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이 되고, 납세

자는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사유와 관련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

할 수 있다.

3. 실익의 유무와 법리적 판단

(1)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회피하

거나 감액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증액경정만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결국 쟁송범위를 넓히고자 한 납세자에게는 모순되는 결

과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법원의 판단 이후의 발생하는 현실

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쟁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체 납세자에 대한 영향과 관계없이

소송당사자에게는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미 과세관청

이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하고 있으나 외관상으로는 차액에 대한 증

액경정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의 법리를 주장

하며 위와 같은 경정처분은 실질적으로 감액된 세액 부분만큼 증액경정

있었던 것과 같으므로 납세자가 그 세액 부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고129), 이 글의 문제의식도 이러한 주장과 그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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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2)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절차적 하자 자체로 과

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는 모두 실체법상

조세채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절차적 하자 자체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

고 한다.130) 그러나 절차적 위법, 즉 추계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상의 위법이 있었던 경우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

129) 앞서 살펴본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13 판결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대구고등법원 2018.07.27. 선고 2017누4094 판결(원·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사건번호 2018두57490호)에서 또한 이와 유사한 주장이 제
기되었다.
다만, 대구고등법원 판결의 경우 그 사실관계는 ‘가산세’에 대하여 당초처분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약 6억 원의 증액경정처분(납부불성실 가산세
1억 2천만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억 8천만 원)이 있었던 경우로서,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증액된 세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 측이 증액경정으로 고지된 가산세는
형식상 약 6억이나, 이는 ‘본세(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액
과 감액이 존재한 한편, 그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세에 대한 증액으로 인하여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산세는 약 16억 원에 달하
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범위 또한 16억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안이다. 대구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부불성실가
산세의 과세표준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
을 뿐, ‘산출세액’ 등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다음, “이러한 법률 규정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액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실
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1억 2,000만 원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10억 원은 경정처
분으로 인하여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임시투자세액 추가공제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관념
적으로 산출한 세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제 증액 또는 감액결정을 하
거나 원고에게 부과한 적도 없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130) 김철용, 행정법Ⅰ(제11판), 박영사, 2008, 415쪽 참조;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
세표준, 세율,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누락
되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55
판결, 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7957 판결, 대
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
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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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경우 등의 경우에 이를 위법사유로 한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더라

도, 과세관청은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처

분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기속력에 제한되지

않는다.131) 게다가 특례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은 새로운 처분

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132) 따라서 납

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

소판결을 선고받더라도, 실체적 조세채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

이 다시 과세처분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납세자의 쟁송

비용을 늘릴 뿐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실무상으로도 납세고지서의 기재

사항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그 위법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한다.133) 한편, 과세관청은 취소판결 이후에 처분사

유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위법사유를 과세처분

의 취소사유로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큰 불만은 없다고 할 것이나, 한

편으로는 과세처분 절차를 되풀이하게 하여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

와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134)

그러나, 법치행정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등을 고려하면 절차적 위법

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임을 부정할 수 없고,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한

13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등 참조.
13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6항; 윤지현, 『조세소송의 심리와 판결 효력의 범위에 관

한 연구』, 110쪽 참조.
133) 소순무·윤지현, 전게서, 433쪽 참조; 이창희·임상엽·김석환·윤지현·이재호 공저의

『세법입문』, 136쪽 또한 “과세관청은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가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점 역시 염두에 두었어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그러한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어야 함도 물론이다”고 설시하
고 있다(박영사, 2018).

134) 대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국가통치권
에 기한 행정작용상의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중요한 복리를 저해하고 그 저해가 현
저한 경우로서 위법한 과세처분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어느 일개인의 직접 이해관계에 불과한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조
세법정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세제에 있어서는 조세수입등 국가재정적인 입장에
서 이를 다룰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이 드는 어차피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
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던가 피고는 무용한 과세처분을 되풀이 함으로써 원·피고는
서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
다(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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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분이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이 과세관

청의 재처분을 허용함으로써 추후 납세자가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되고, 절차적 위법의 법리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익에 따른 당사자의 선택에 불과하고, 그러한 결과만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사유를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무용하

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법치행정의 원칙의 의미 그 자체로 의의가 있

는 것이다.

4. 검토

과세관청이 추후 감액경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

러한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결론은 전체 납세자의 이익을 고려하면 실익

이 없다. 그러나 절차법 위법의 경우와 같이 실익 여부로 인하여 문제의

식의 타당성을 결정할 것은 아니며, 실익 여부가 법리적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은 아니며, 소송당사자인 납세의무자는 주장이 인용될 경우 적법하

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 또는 법원의 심리 범위가 넓어지므로 실익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4 절 불가쟁력에 관한 제22조의 3 제1항의 문제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의 입법의도와 문제의식

(1) 우연에 따라 납세자가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지

법원의 심리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총액주의와의 충돌 문제를 이해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당초처분 이후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가 증액경정처

분으로 증액된 세액 부분 중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 범위, 즉 법원의 심

리가 가능한 범위를 다루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과

관련이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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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위 조항의 ‘확정’은 ‘불가쟁력’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문제의식은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135)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의 입법 취지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

분으로 확정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갖는 ‘기득권’을 보호하고

자 하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판결에서 “위 규정의 문언 및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경

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

한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이라고 설시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스스

로 확인하였다.

(2) 대법원 2010두9808 판결이나 이 판결의 결론을 연장한 이 글의 문

제의식은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의 취지는 단순히 제22조의 3 제1항이 과세관

청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인

지, 그것이 해석론의 근거로 충분한지, 그 이상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

서 불가쟁력의 발생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보면, 과세관청이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가쟁

력으로 발생한 기득권 또는 그로부터 발생한 세액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여겨질 때’는 확정된 세액의 일부 취소나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연에 따라 납세자의 쟁송 범위

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세액의 일부

취소나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위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어려

워 보인다. 그렇다면 ‘경정처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가 어떠한지를

135) 이에 반하여, 위 조항의 ‘확정’의 의미를 납세의무를 구체화하는 의미의 확정 개념
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고, 이 견해는 불가쟁력의 발생에 의한 확정 관념 및 그에
따른 심판 범위의 문제는 이 조항이 아니라 별도의 쟁송법적 논의에 따라 적용할
문제가 된다고 하므로(『주석 국세기본법』, 561쪽 참조),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은 이 글의 문제의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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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136) ‘스스로 포기한다고 여겨질 때’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2. 경정처분과 과세관청의 의사해석

가. 의사표시의 해석방법과 표시주의 원칙

대법원은 1993. 6. 8. 선고 92누18009 판결137) 등에서 “의사표시를 해

석함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

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당원 1988. 9. 27. 선고 86다

카2375, 2376 판결 참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의사표시

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

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의사표시에

관한 기본이론으로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있는데,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

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

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입장이다.138)

이러한 의사표시의 해석은 일반적으로는 민사관계에서 의사표시에서

문제되나, 국가 또는 처분청과 처분을 부과 받는 당사자 간의 행정법 관

136) 윤지현 교수는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
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219쪽에서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범위를 정하는 이러한 이론 체계가, 기본적으
로 과세관청의 불가쟁력으로 인한 기득권을 보호하면서도 직권 취소의 가능성은 여
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불복의 가능성과 범위는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
라 정하여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137)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138)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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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조세채무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

다139). 다만, 조세채무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와 형평의 측면 또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이 타

당하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해석

민사법률 관계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얻게 되는 시효이익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140) 납세의무자와 과세

관청 사이의 관계는 조세채무관계이면서도 권력관계의 성격이 있으므

로141)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민사적 채권채무관계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는 없으나, 과세관청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

로써 불가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일

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기득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 또한 효

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142)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

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

이고, 따라서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

139)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
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
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
석 문제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등 참조). 관청의 전후 양
의사표시 간에 상호모순된다면 그 모순된 부분에 관하여는 후의 의사표시가 전의사
표시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함이 행정법상 공인된 해석이다(대법원 1955. 3. 18. 선
고 4286행상35 판결).

140) 민법 제184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참조.
141) 이창희, 전게서, 111쪽 참조; 소순무·윤지현, 전게서, 11쪽 참조.
142)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

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
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
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
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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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

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는 등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

기의사를 신중하게 인정하고 있다.143) 판례가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효 이

익을 받는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을 되

도록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과세관청의 불가쟁력 포기는 일정한 기득권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포

기하는 과세관청의 행위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의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

직권감액 당시 당초처분에 발생한 불가쟁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

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불가쟁력을 포기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이러한 의사가 명확해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143) 판례는 아래와 같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
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
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2)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
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
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
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1998. 3. 10. 선고 97다53304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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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이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해석은 결국 ‘의

사표시의 외관에 나타나는 효과의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가사 과세

관청에게 불가쟁력 포기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표시주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불가쟁력

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 당시 과세관청의 의사

1) 심판결정에 의한 감액경정

심판결정 이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이 있었던 경우, 과세관청이 감액

경정을 한 이유는 ‘행정심판 인용결정의 기속력’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감액경정에는 불가쟁력을 포기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과세관청의

의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1두4855 판결의 결론은 심판결정 이후 과세

관청의 감액경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

분은 선행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았다.

2) 직권감액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은 증액경정처분이 부과된 경우에도 당초

처분에 발생한 불가쟁력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일정한 기득

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144), 과세관청이 당초처분 이후

‘감액경정 후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와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을 하는 경

우는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과세관청이 ‘어떤 경우에도 불가쟁력

이 발생함으로써 일단 확보한 세액은 납세자가 다시 빼앗아 올 수 없다’

고 생각한다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먼저 한 경우’와 ‘감액경정을 먼

저 한 경우’의 취급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먼저 한 경우, 즉 당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감액

144)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확정’의 의미를 ‘불가쟁력’으로 보는 견해의 입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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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을 한 경우에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당시 의사는 당연히 불가쟁력이

발생한 세액 중 일부를 스스로 취소하는 것으로서, 불가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당초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그 후

다시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직권감액의 경우에도, 특히 쟁송 절차가

진행되는 중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쟁송 절차 내에서 제시한 주장을 받아

들여 스스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는 대체로 납세자

의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에 굳이 쟁송 절차 내에서 패소 결정을 받는 대

신 스스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없는 해석이다.145)

라.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

사 - ‘차액’에 대한 경정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주의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규

정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증액사유로 인한 증액 부분과 감액사유로 인한

감액 부분의 각 세액을 함께 고려하여 외관상으로 차액에 대하여 하나의

증액경정처분을 한 과세관청의 의사는 감액사유와 관련된 세액 부분과

관련하여 불가쟁력을 깨지 않으면서 오류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처분사

유’만을 변경하고자 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당초처분에 발생한 불가쟁력

중 일부를 포기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액사유와 감액사유의 차액

에 대하여 하나의 감액경정처분을 한 과세관청의 의사 또한 그 차액 부

분에 대하여만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불가쟁력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였

다고 보인다.

마.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차액에 대하

여 경정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의 의사는 대체적으로 감액사유와 관련하여

145) 윤지현,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 2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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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과세

관청의 의사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효과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불가쟁

력은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이 문제된다. 결국에는 ‘우연에 따라 법원의 심리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

는 것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쟁송권을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

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와 과세관청의 의사, 불가쟁력에 의한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가 된다.

3. 과세관청의 기득권과 납세자의 권리구제 보완

가. 과세처분의 특징과 불가쟁력 필요성

법 규정 및 법원은 과세관청의 결정과 경정을 행정처분으로 이해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다툴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여 조세소송을 항고소송의 형태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과세처분

이 추상적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

면 과세처분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

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146),

국가와 납세자의 관계에 대하여 조세채무관계설이 우세하며,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실질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제3자 보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과세처분을 행정처분으로 취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쟁송절차를 항고소송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과세처분

을 행정처분으로 취급할 필요 없이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게 되면, 과세

관청의 결정 내지 경정에 대한 쟁송절차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진행

하게 되며, 민사소송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론적으로 간명해진

다.147)

146) 김철우, 전게논문, 241쪽 참조.
147) 김철우, 전게논문, 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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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이론체계 하에서는 과세관청의 결정 내지 경정의 성격이나 이

에 대한 소송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들을 고려한다면 과세관청의 결정 내지 경정과 관련하여 불가쟁력의

발생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기득권’ 개념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과세관청의 스스로의 직권감액으로 인

한 당초결정의 취소나 불가쟁력 포기를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나. 예외적인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정하는 경우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조세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전혀’ 다툴 수 없다고 이해

된다. 한편, 이에 대하여 불가쟁력이라는 것이 과세관청에게 인정되는 일

정한 기득권이라는 점에서, 불가쟁력의 효력을 조세채무자에게 전부 감

수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무효·취소 구별에 관한 중대

명백설 기준을 완화하여 과세처분을 무효로 봄으로써 제소기간 또는 경

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고 또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148) 판례

또한 신고행위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

나 당사자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

정한다.149) 위 견해는 그 외에도 위법처분에 대하여 조세채무자에게 즉

148) 윤병각, 전게서, 56-58쪽 참조.
149)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

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
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
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
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
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
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
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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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법함을 인식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나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정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서 납세자는 특별한 이

유 없이 신고 또는 당초처분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법에

정해진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다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

자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처분에 발생한 불가쟁력이

경정처분에 의하여 일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채

무자가 즉시 위법함을 인식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

운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재심사유에 준하여 인정할 사정변경에 해당한

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예외적이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정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

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보완의 필요성

(1) 최근 대법원 판결은 부과제척기간이나 제소기한의 제한, 그에 따른

형식적 확정력의 존중 등의 절차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실체

적 진실’, 즉 ’정확한 담세력의 포착’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의

조항들을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150) 대법원은 전심기

관의 재조사결정이 있었을 때의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

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150) 윤지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법·절차법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
세를 어디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 : 몇몇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조세법연
구』 제22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7, 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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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판결)”고 판시하여 종전의 견해151)를 변

경하여 납세자에게 제소의 기회를 줌으로써 실체 심리 가능성을 열어주

었다.

(2) 그렇다면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하는 차액에 대한 경정처분이

부과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증액사유와 관련된 세액에 대한 증액경정

과 감액사유와 관련된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이 각각 존재한다고 취급하

여, 납세의무자가 새로운 증액사유와 관련된 세액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

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연에 따라 납세자의 제소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막고, 납세자에게 제소의 기회를 줌으로써 실체 심리 가

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즉 증액경정처분 후의 감액경정처분이 어느 부

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지에 따라,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심리 범위와 납세자

의 쟁송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경정처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만

을 이를 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감액경정 후 증

액경정’이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액경정처분의 사유가 당

초처분과 관련이 있었던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

분은 당초처분 중 일부이고,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의 경

우에는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

하고, 그 결과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의 범위 내

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대법원 2010두

9808 판결은 판결문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 제

22조의3 제1항이 납세자의 쟁송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 또한 고려하

151) 대법원은 재조사결정 이후 과세관청이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 당초처분과 감액처분
의 관계에 관한 판례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납세자가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0768판결).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실무관행과 납세자의 인식과는 배
치되는 판결이었고, 납세자는 재조사결정 이후 후속처분인 재조사처분이 있은 다음
에 제소기간의 도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국민
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성만·임규진, 「재조사결정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2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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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 이유에서 당초처분 사유를 이유로 한 직권감액은 당초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고 판시한 듯하다.152)

(3) 그러나 납세자에게 위 사안의 경우 재조사결정은 그 자체로 어떤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는 그 이후 후속처분의 내용에 따라 권

리의무에 영향을 받으므로 납세자는 재조사결정이 있었을 때부터 제소기

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자에게 제소의 기회를 보

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된 사안에서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나 당

초 처분 후 불복기간 내에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불가쟁력

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쟁송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납세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된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가능한 선에서 합리적인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이를 조정하

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의 시혜적인 조치에 따라 납세자의 지위가 상

향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에 맞춰 납세자의 권리를 향상 보장받을 수는

없으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 특히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의 직권감액은 과세관청의 온전히 시혜적인 처분이고 납세자

가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문으로 불가쟁력이 인정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

항의 입법취지와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할 때에는 이

와 같은 문제의식보다 과세관청이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4)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의 ‘확정’을 어

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구체적 조세채무

152) 이 판례에 대한 해설에서 재판연구관은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이 증액된 세액을 다
시 감액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을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결론이 타당하고, 취소 제한설
자체가 이론적 일관성보다 입법취지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며, 취소 제한
설을 취한 결과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보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성규, 전게논문, 713-7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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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정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불가쟁력의 문제는 이 조항과 관련

이 없다.153)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위 조항이 특별히 과세관청의

불가쟁력으로 인한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함은 아니므로, 위 조항과 관계

없이 과세관청이 직권감액을 함으로써 스스로 불가쟁력을 포기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확정은 ‘불가쟁력’이

라고 봄이 타당하고,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이므로, 위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154)

4. 검토

(1)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

의 입법취지와 불가쟁력을 의미하는 확정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 글의

문제의식이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보면 과세관청 스스로가 불가쟁력을 포기한다고 여

기질 때에는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우연에 따른 심리 범위 차이의 조정만을 이유로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

우, 특히 쟁송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패소 결정을 받는 대신 스

스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있다고 함이 과세관청의 의사에 부합

한다.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차액에 대한 경정처분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의사는 불가쟁력을 깨지 않으면서 차액에 대한 경정처

분을 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봄이 무리가 없는 해석이다. 결국에는 ‘우연

에 따라 법원의 심리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

153) 제2장 제4절 2.(확정의 의미) 부분 참조.
154) 최원,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24쪽은 “국세기

본법 제22조에서 말하는 확정과 그 의미를 달리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대법
원이 소위 흡수설에 따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전제에서는 위 규정의 당초 확정에
서 확정을 형식적 존속력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그리하여 위 조문을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형식적 존속력이 발생
한 세액부분에 관하여서만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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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취지와 과세관청의 의사, 불가쟁력에 의한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존중

할 것인지’의 문제가 된다.

(2) 한편, 과세처분에 있어서 불가쟁력을 인정할 이유가 크지 않으며,

실체적 진실의 추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쟁송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

다. 이 글의 문제의식이 법원의 심리 범위 내지 납세자의 쟁송권과 관련

이 있다는 점에서,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는 부분을 정함에 있어

서 ‘과세관청의 의사’를 전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는 이미 당초처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불복절차에 나

아가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납세자가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것

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납세자에게 쟁송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

이 그다지 크지도 않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의사와 다르게 경정

처분을 해석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그렇다면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문으

로 불가쟁력이 인정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

와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할 때에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보다 과세관청이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이렇게 볼 경우에는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이 있었던 경우’에서 살

펴본 것과 같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과세관청에게 불가쟁력을 포기하려

는 의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는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스스로 불가쟁력을 포기하고자 한

다면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 별도로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충분

히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 5 절 소결론

이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측면과 관련한 문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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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현재 판례가 취하는 세액 중심의 ‘총액주의’에 의하면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차액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처분사유를 고려하는 쟁점주의적 관점과 관련

이 있으므로, 기존의 총액주의 입장과 충돌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

분이 구분되며, 만약 그 후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감액경정처분이 둘

중 어느 부분을 취소하는 것인지 정해야 하고, 언제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판례는 총액주의 입장에 있으나 재처분을 폭넓게 허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쟁점주의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판례의 인

장이 전체적으로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고, 총액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

만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주장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 글의 문제의식과 같이 경정처분을 해석할 경우의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결국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감액경정처분을 회피하

게 함으로써 오히려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쟁송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

이다. 법원이 감액경정처분을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

상 스스로 감액경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면 납세자에게 소송해서

가져가라는 식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 납세자의 쟁송권을 보장하

기 위한 주장이 납세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미침으로써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이러한 주장

을 제기하는 이상 그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현실적인 사정을 이유로 다른 취지의 결론에 이를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그 이후 감액경정처분을 꺼림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

는 것은 ‘불특정 일반 납세자’일 뿐이고, 소송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소송에서 원고가 문제의식을 주장하여 인용될 경우 원고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실익이 있다.

그러나 다음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

의 입법의도를 고려할 때,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는 부분을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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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해당한다거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을 각각의

행정처분으로 과연 볼 수 있는지이다. 즉. 경정처분 당시 과세관청의 의

사가 스스로 불가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나 입법의도에 불

구하고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관청의 의사 또한 의사표시 해석의 원칙에 따라 외

관상의 효과의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및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의도를 고려해보면, 증액경정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을 하

는 과세관청의 의사는 대체로 증액한 부분을 포기하는 의사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해석이 납세자를 종전 지위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감액

경정처분에 의한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하고,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증

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하는 경정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과세관

청의 의사는 차액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의 경정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함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의

경정처분으로 취급하려면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납세

자의 지위가 종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의 확정의 의미는 불가쟁력이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기

득권을 존중함이 타당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불가쟁력의 포

기를 인정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 및 과세관

청의 의사를 고려할 때 근거가 부족하여 타당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순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해에 따라 1개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된 세액의 범

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순 세액이 감소된 경우에

도 일반적인 이해는 1개의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92 -

제 5 장 결론

이 글에서는 어쩌면 자주 문제가 되지는 않고, 그래서 평소에 그다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에 관하여 생

각해보고, 이러한 경우에 이를 차액에 관한 ‘하나’의 증액 또는 감액경정

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액사유와 관련된 경정처분과 감액사유와

관련된 경정처분, 즉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두 개의 처분’으로 볼 것인지

에 따라 납세자가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지 여부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와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

에서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

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

청으 당초 결정에 발생한 불가쟁력이 소멸되었고, 납세자는 자신에게 부

과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논의할 실

익이 없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이 신설된 이후 판례

는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부과

한 경우에 납세자가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액경정처

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처분

과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어떤 것을 먼저 하였는지에 따라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는 우연이나 과

세관청의 자의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

닌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과세관청이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외관상으로는 차액에 대하여만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렇다. 이 또한

우연에 따라 처분의 형태가 달라진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처분사유

를 고려하여 증액사유와 관련된 세액에 대한 ‘증액경정처분’과 감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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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처분 중 특

히 그 차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를 차액에 대한 하나의 증액경정처분으

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증액과 감액의 각각의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증액된 부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결국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되는 부분을 정하거나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으

로 구분하는 주장이므로 심판의 범위에 관한 이론 중 ‘쟁점주의’와 연결

된다. 그런데 현재 판례는 총액주의 입장에 있으므로 이와 충돌하는 측

면이 있고, 따라서 총액주의 체계 하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의 주장이 가

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신설

이후에는 당초처분 부분과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이 구분되

고, 판례도 총액주의를 취하면서도 재처분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쟁

점주의적 입장에 있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받아들여져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즉 두 개

의 경정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감액경정의 의무가 없는 과세관청으로서

는 직권감액을 회피할 수 있고, 납세자로서는 항상 쟁송을 통해서만이

납세의무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되어 결국에는 이러한 주장의 제기가 오히

려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쟁송비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위와 같은 주장이 쟁송에

서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사안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

는 실익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리적

인 타당성이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

문제의식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과세관청

의 감액경정 회피 경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납세자에게 돌아

가므로, 현실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이 글

을 문제의식을 주장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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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함이고, 확정의 의미 또한 불가쟁력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당초처

분과 증액경정처분 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취소된 부

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과세관청에게 불가쟁력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어려워 보인다.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이 있었던 경우 감액경정 당시 과세관청의 의사는

감액경정 당시 과세관청은 의사는 증액된 부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 당초처분에 발생한 불가쟁력을 포기하는 의사가 아니라고 봄

이 일반적이다.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의 경우에도 과세

관청은 불가쟁력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차액 부분에 대하여만 증액하거나

감액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세관청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더

라도 당초신고나 처분에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차액에

대한 1개의 경정처분으로 취급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기득권보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존

중할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은 총액주의에 따라

‘차액’에 대한 하나의 증액 또는 감액경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증

액경정처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에 따라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

고, 감액경정처분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비록

이 글에서 논의한 문제의식은 근거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타당하지 않

다고 할 것이지만, 경정처분의 순서나 모습에 따라 납세자가 다툴 수 있

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논의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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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co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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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 Where the Tax

Authorities Both Increased and

Decreased Their Initial Tax

Assessment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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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ase where the tax

authorities have both increased and decreased their initial tax

assessment simultaneously for different reasons after their initial tax

assessment or taxpayer's report and thereby, examine the nature of

such ‘corrective disposition’. Although ‘such corrective disposition’

looks like a rectification of taxation, it might well be a double

‘corrective disposition’ with the tax increase and decrease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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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The scope of adjudication in a tax proceeding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views of such a double corrective disposition. If the

tax authorities increased their tax assessment and then, decreased it,

the scope of adjudication in a tax proceeding would be affected

accordingly.

If the court should regard such rectification as two tax dispositions,

the scope of adjudication would not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r order of the taxation. However, such an assumption may well

conflict with the Total Amount Theory for the scope of adjudication

of the court, and then, the results of the tax proceeding would be

contradictory.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examine in terms of

theory and practice whether such corrective disposition would be ‘two

different dispositions’. On the other hand, such an argument for ‘two

different dispositions’ may well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Paragraph 1 of Article 22-3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o, it is deemed also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ax-payers' scope

of litigation would differ accidentally depending on the theories, and

thereby, adjust the differences of the tax-payers' scope of litigation

rather than respect the decision of the tax authorities.

Since the tax proceeding is complicated, while the ‘Total Amount

Theory’ may cause confusion, such a view would not conflict with

the ‘Total Amount Theory’. Furthermore, such a view would be

practically beneficial to the litigants, even if it might be unfavorable

to the ordinary tax-payers. Anyway, Article 22-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s perceived to protect and maintain the

established rights of the tax authorities, while the tax authorities

would not give up their established rights. In addition, since the

tax-payers would not be more disadvantageous than before the

corrective disposition of the tax authorities, it is deemed not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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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uarantee tax-payers' rights as far as the ‘Total Amount Theory’

is concerned. After all, the arguments discussed in this study do not

seem to be well-grounded theoretically. All in all, this study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it has confirmed that the scope of

tax-payers' litigation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order or contents

of the corrective disposition and thereby, that such differences have

been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Key word : Article 22-3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ax Proceeding, the Scope of Adjudication, Tax

Assessment, Total Amount Theory, Issu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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