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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와 련된 

문제 에 한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법학과

세법 공 윤소  

 

 우리 형사소송 차에 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기 인 검

사와 사법경찰 리가 임의수사  강제수사의 방법에 의하여 수사

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범처벌 차법은 수사기 이 아

니라 행정기 에 불과한 세무공무원에게 그 실질이 수사활동인 조

세범칙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게 세무공무원이 사법 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근 의 행정범 · 형사범 구별론  국고주의 이론으로부터 유

래한다. 이 이론은 행정목  반의 행정범과 책임주의에 입각한 

형사범을 구별하고 자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처벌권한을 부여하도

록 하 다. 조세범의 경우 그 처벌근거는 책임형법상의 비난가능성

이 아니라 국가과세권의 보호에 있다고 보아 행정범의 형으로 취

하 다. 세무당국에게 압수, 수색  체포권한을 인정하고, 형벌

부과권한을 부여하 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1967년 독일 연방헌법재 소의 헌 결에 의

하여  이론은 극복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법과 유

사하게 행정권의 사법에의 개입을 인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은 일본을 통하여 근  독일법을 계수하

다. 그리하여 우리법은 세무공무원이 행정기 인 채로 임의조사  

강제조사를 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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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법령 해석상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행정기

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리라는 소수설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

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수사기 은 법률에 법정되는 것이 원

칙인바, 우리법상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

경찰 리로 정한 법률은 무하므로 다수설인 부정설이 타당하다. 

 세무공무원은 수사기 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 있어서 검사

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도 수사활동에 한 인식

이 크게 없다. 결국 세무공무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

다는 당장 고발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더 치 하게 된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문성을 활용하기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조세범칙

조사권한을 부여한 법취지와 역행하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활동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물 자료의 부

분이 일반 세무조사의 방법으로 확보되고 조세범처벌 차법상 규정

된 압수 · 수색은 거의 활용되지 아니한다. 

 조세범처벌 차법상의 압수 · 수색이 세무공무원이 거의 유일하게 

증거능력 있는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활용되지 아

니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일반 세무조사 방법에 의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할 경우 법 차의 반 문제가 두될 수 있고 그 조사결

과물에 하여 증거능력이 있을지 의심스럽게 된다. 실무상으로도 

와 같은 문제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물이 수

사기 에 인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세무공무원의 인 자료 수집 과정에 하여 살펴보면, 고발장 작

성시 반드시 범칙 의자에 한 심문조서는 필수 으로 편철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문법칙을 생각하면  심문조

서에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은 참고인 심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입법론으로는, 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 공무원처럼 조세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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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 리로 지정하고 그 수

사방법도 다른 사법경찰 리의 그것과 통일되게 규정함이 타당하

다. 다만, 세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사방법에 한 요 내용이 

부분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직결되는 수

사활동은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의 

세무에 한 문성과 수사기 의 형사에 한 문성을 목하여 

효율 이면서도 법 차에 따른 수사를 하기 해서 독일의 

검찰청과 같은 공조체제의 도입을 검토해 이 좋겠다. 

 

주 요 어  :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처벌 차법, 세무공무원, 특별사법경찰 리, 

세무조사, 검찰청 

학  번 : 2003-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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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목

가. 우리 형사소송 차에 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

리를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 (搜査機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경

찰 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정한 일반사법경찰 리와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 에 한법률에서 정한 특별사법경찰 리로 나뉜

다. 일반사법경찰 리 외에 특별사법경찰 리를 둔 이유는, 삼림 · 해사 · 

매 · 세무 · 군사 등 문분야 수사시 련 행정 청 공무원의 문지

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활동은 그 본질  성격상 국민의 인신  재산 등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상 수사기 으로 법정되지 아니한 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은 내국세에 한 조세범칙사건에 하여

는 특별사법경찰 리가 아니라 단순히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것에 불과한 세무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1). 

 물론 조세범처벌 차법은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수사’가 아니라 ‘조세범

칙조사’라고 용어를 바꾸어 칭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

사란 조세범칙사건의 의 유무를 명백히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조세범

칙사건’이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반행

의 의가 있는 사건(조세범처벌 차법 제2조 제1호, 제호), 즉 조세범

죄행 이고, 이러한 범죄의 의 유무를 명백히 하는 조사활동은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수사활동이다. 그러므로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는 

1) 조세범칙조사에는 크게 내국세범칙조사와 관세범칙조사가 있다. 전자는 관세청 소속 관세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자가 행하고, 후자는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중 관할 지방검찰

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행한다. 전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므로 그 수사활동의 지휘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고에서 논의되는 것은 후자이므로 

이하에서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후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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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에 계없이 조세범죄행 에 한 수사이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법정된 수사기 이 아니

면서도 법률로써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모순된 지 에 있다. 

나. 이러한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의 체계는 연 으로는 일본 간 국세

범칙자처분법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리고  법은 본래 근  독일법 등 

륙법 계통을 채용하여 제정되었다.

 근 독일에서는 행정목  달성을 한 행정범과 일반 책임형법상의 형사

범을 구별하여 행정범의 경우에는 원칙 으로 행정 청이 조사  형벌부

과권을 가졌다. 행정 청은 피 의자를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 

· 수색  체포의 강제권한도 가졌고, 벌 형의 한도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었다. 다만, 당사자는 행정 청이 부과하는 형벌에 해 즉시승복

(Unterwerfung)으로 이의를 하면 법원의 심 을 구할 수 있었다. 조세범

은 국가과세권의 보호라는 행정목 을 한 표 인 행정범으로 취 되

었다. 

 그러나 로 들어오면서, 행정 청이 사법  역에 개입하는 것은 법

치국가원리  국민의 재 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는 비 이 제기되었다. 

특히 히틀러 집권시 에 행정 청이 형사사법 역에 무제한 인 권한을 

갖게 되면서 법치국가 질서를 하자 후 독일에서는 이러한 법체계를 

면 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결국 1950년  이후 독일 입법자들은 기존에 행정 청에 귀속되었던 형

사처벌권한을 사법권의 역으로 모두 옮겨놓았다. 마지막까지 행정 청

의 형벌부과권한이 남아있던 역이 바로 조세범처벌의 역이었으나 이

마 도 1967년 연방헌법재 소의 헌결정을 받아 사법기 의 손으로 넘

어가게 된다. 다만 일정한 행정행  반의 경우에는 행정목  달성을 

한 제재 필요성은 여 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하여는 행정청이 질

서 반법에 따라 질서 반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 다.

 결국 와 같은 연  개를 고려할 때 행정 청에 불과한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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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할 소지가 있다. 

다. 와 같은 헌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이 세무공무원에게 조세

범칙수사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세무 역이 매우 문 일 뿐만 아니라 

핵심 증거자료인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이 독 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

에 세무공무원이 일반사법경찰 리보다 효율 으로 조세범칙사건에 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법은 술한 바와 같이 행정 청 소속 공무원의 문성 활용

이 필요한 때에는 그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 리로 지정하는 특별사법경

찰 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물론 행정청의 기 고발(機關告發)을 통하여

서도 어느 정도 그 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나, 본질 으로 기 고발은 

범죄단서를 제공할 뿐 범죄에 한 증거수집은 고발을 받은 수사기 의 

몫이다. 반면, 행정 청 소속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 리로 지정하면 해당 

공무원이 수사기 으로서 증거수집을 하게 되고, 한 그 수집과정상 미

진, 부 한 부분에 하여는 검사의 지휘, 통제를 통해 보완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은 수사기 이 아니어서 수사활동을 한다는 자각도 크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통해 수사활동을 강제받지도 아니한

다. 따라서 당장의 고발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더 치 하고, 긴 안목에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은 수사기 에 미루게 된다. 한 고발장

에 의를 명확히 기재할 수만 있으면 확보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수사기 에 인계가 가능한 것인지도 상 하지 않게 된다. 조세범처벌 차

법상 물 증거의 취득에 하여 압수 · 수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결국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이 세무공무원에게 고발권 외에 조세범칙수

사권한을  것은 범죄단서의 포착 뿐만 아니라 범죄 의 유무를 확인한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함인데, 세무공무원을 수사기 으로 지정하

지 아니한 탓에 실제로는  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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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그러한 

문제 은 더욱 분명해진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 수사기 의 그것과 마찬가

지로, 통상 범칙 의자의 융거래정보  장부 등 련 서류 확보(물

자료 확보), 범칙 의자의 종업원, 거래상 방 는 범칙 의자 운  회사

의 명의상 표에 한 조사등 참고인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칙

의자를 조사하게 된다(인 자료 확보).

 먼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시 물 자료 확보 과정에 하여 살펴본다.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는 세무공무원의 압수 · 수색(동법 제8조)  긴

압수 · 수색(동법 제9조)를 인정하고 있는바, 주된 내용은 일반사법경찰

처럼 세무공무원의 검찰에 장을 청구하는 등의 차에 따라 검찰 통

제를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무공무원은  차에 따라 법하게 물

증거를 압수 · 수색할 수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체계상  압수 · 수색결

과물에 하여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압수 · 수색은 세무공무원이 증거

능력 있는 증거를 채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세범칙조사방법이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은 증거수집보다는 고발에 치 하는 

경향이 있어 실무상 세무공무원에 의한 압수 · 수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고발에 참고할 물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통상 범칙조사 이

에 있었던 일반세무조사 결과를 보거나, 당사자에게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참고한 후 돌려주거나 아니면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에 

의하여 융회사 등으로부터 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물 자료

를 확보한다. 

 하지만 사실 와 같은 방법은 일반세무조사 방법을 통하여 조세범칙조

사를 한 것이므로 법한 조세범칙조사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그 증거

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는 와 같이 수집

된 자료는 아  수사기 에게 인계되지 아니한다2).   

2) 수사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관행 때문에 고발장 기재로 수사 단서는 파악 가능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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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인 자료, 즉 진술자료 취득에 하여 본다.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은 세무공무원에게 조세범칙 의자, 참고인에 

한 심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8조). 실무상으로는 최소한 고발장

에 의자에 한 심문조서를 첨부하여 고발함이 통상이다. 반면 참고인

심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화  구두진술로 체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인 심문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행 자를 특정하기 하여 

명의상 표, 종업원 등에 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행 자 특정 자체

가 문제되는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압수 · 수색에 의하여 물 증거를 취득할 경우에

는 최소한 장청구 단계에서 검찰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되나 진술자료 

취득의 경우에는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검찰은 고발이 된 이

후에야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진술자료를 보게 되고, 이때 미진한 부분이

나 부 한 부분이 있더라도 재지휘를 통한 보완을 할 수가 없다. 

 한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처벌 차법상 법하게 범칙 의자, 참고인에 

하여 심문할 수 있으나 그 심문조서에 하여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문법칙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진

술자료는 후술하는 물 자료와 달리 수사기 에게 인계되기는 하지만 수

사상 참고자료에만 그치게 된다. 이러한  때문에 범칙 의자 심문조서 

작성은 고발 단계의 형식 인 차, 고발내용을 정리하는 차에 그치

는 경향이 있다.  

 

다. 조세범처벌 차법상의 세무공무원에 하여는 본고 이 의 많은 논문

수사 단서를 뒷받칠할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예컨대, “갑, 을, 병의 계좌내역 및 실제 장부를 비교, 분석해보면, 갑이 을에게 입금하자마자 을

이 빼서 바로 병에게 송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갑, 을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갑, 

병 사이의 거래가 실거래이다”라고 고발되었으나, 정작 갑, 을, 병의 계좌내역 및 장부 내용은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

로 세무공무원이 확보했던 자료를 다시 확보해나가야 하므로, 피혐의자는 중복조사를 받게 되어 

괴로움을 겪게 되고, 수사기관이 세무공무원이 수집했던 자료를 재확보하지 못할 경우(고발장에 

계좌 개설은행, 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 특히 그렇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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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그 결정권한의 측면, 특히 통고처분(通告處分)  속고발(全屬告發)

의 문제를 주로 다 왔다.  

 세무 서는 조세범칙조사 후 통고처분, 무 의, 고발을 할 수 있다(조세

범처벌 차법 제13조). 이때 통고처분이란 지방국세청장 등이 조세범칙행

의 확증을 얻는 경우 벌 상당액 등을 기 으로 해당 액을 납부할 것

을 범칙 의자에게 통고하는 행정처분이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5조 제1

항). 범칙 의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조세범칙조

사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5조 제3항). 한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범칙행 에 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속고발제를 채택하고 있다(조세범처벌

법 제21조). 고발 여부는 원칙 으로 국세청장 등의 재량에 속하나, 통고

처분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필수 으로 고발하여야 한다(조세범처벌 차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이러한 통고처분  속고발에 하여는 종래 사법권  국민의 재 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통고처분의 경

우, 후술하는 독일의 형벌재결  즉시승복제도에 유래한 제도인데, 독일

의 연방헌법재 소는 즉시승복 제도에 하여 사법권  국민의 재 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헌결정된 바 있으므로, 우리의 통고처분제

도도 헌이라는 비 이 있었다3). 그러나 우리 헌법재 소는 세법상의 

통고처분(96헌바4),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2002헌마275)에 하여는 합

헌결정을 내려 통고처분이 우리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고처분  속고발제도 자체가 헌은 아니라 하여도 세무당국이 과

3) 위헌론의 구체적인 논거는, ①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칙사건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세무

관서가 행정절차로 벌과금 납부를 통보하는 것이고 ② 통고처분 이행 여부가 범칙자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는 세무관서의 전속적 고발권 때문에 범칙자가 형사처벌의 

두려움으로 승복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에 상응한 위하력을 발휘하고 있고, 

③ 형벌과 유사한 공소시효정지 및 일사부재리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의 침해 및 재

판청구권의 침해라는 것이다(신동희,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검토』, 조세학술

논문집 제17집, 2001. 제170-172쪽 참조). 또다른 비판론으로는 김연정, 『조세범처벌법의 개

정 내용과 통고처분에 대한 고발』, 세무사 제23호, 2009. 제71-73쪽 참조  



- 7 -

세처분에 그치지 않고 조세범칙조사에 나아갈 것인지, 조세범칙조사에 임

한 경우에는 통고처분, 고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한 기

이 모호하고 자의 이라는 비  한 종래 많았다. 과거 탈세범에 하여

는 통고처분 치주의 원칙에 따라 통고처분 없이 직  고발하는 는 드

물었다. 그러나 기획 , 부정기 인 성격을 가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바로 형사 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

하여 정치권력에 잘못 보인 기업 등만 형사처벌을 받고, 그 지 않은 경

우에는 아무리 탈세의 정도가 하여도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제  여력만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해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

져 나가게 되었다. 

 이 듯 세무당국의 조세범칙사건에 한 결정권한에 하여는 종래 많은 

논의와 비 이 있었다. 그리하여 최근의 조세범처벌법령  련 규는 

세무당국의 처분 권 행사방법, 기 에 하여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처분

권 행사시 통제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등 근간의 논의의 결과를 반 하

여 헌 , 비합리  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종래의 논의와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조세범칙조

사를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증거수집 과정  그 통제에 한 문제에 집

하고자 한다. 

 먼 , 행정 청이 조세범조사에 개입하게 된 연 , 비교법  배경에 

하여 살펴보고 우리법의 개과정에 하여 알아본다. 다음으로, 세무공무

원이 조세범칙수사는 할 수 있으나 수사기 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

에 사실상 제 로 조세범칙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에 하여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행 조세범처벌 차

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에 한 향후 입법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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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범   방 법

 이하 본고에서는  논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풀어나가려고 한다.

 먼  제2장에서는 세무공무원에게 범칙조사권한을 부여한 조세범처벌

차법을 그 기원  개정 연  등에 하여 분석한다.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은 일본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독일법

을 계수하 다. 처음 독일 등 륙에서는 조세범을 형사범이 아닌 행정범

의 하나로 취 하며 사실상 행정청이 처벌 차를 주도하 으나 이후 법치

국가 원칙을 강조하며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취 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게 된 사상  

배경  독일, 일본 등의 역사  과정을 살피고, 이어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의 연 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자격  지 에 

하여 고찰한다. 연 으로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자격

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가를 살피고,  세무공무원이 사실상 수사에 해

당하는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수사기 인 특별사법경찰 이 

아니라는 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실제 과정을 조세범칙조

사의 개시부터 고발 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 로 개 해보고자 한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에서 환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조세범칙조

사를 착수하는 두 경우로 나뉜다. 그런데 행 조세범처벌 차법은 필수

으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

으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를 살피고,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를 하

는 경우  일반 세무조사에서 환되는 경우를 각각 나눠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하여 련 법령에서 규정한 임의조

사  강제조사 방법에 하여 살펴본다. 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응되게 조사 방법을 규정하고자 노력하 으므로 형사소송법 규정과 비

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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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는 국세청장 등이 행하는 조세범칙처분인 통고처분, 고발, 무

의 처분에 하여 살펴본다. 본고의 심은 조세범칙조사가 심으로 이 

부분에서는 해당 부분의 실태와 문제 에 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방식으

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고발 이후 수사 차에 하여 살펴본다. 고발 이후 수사 차

는 사법경찰   검사에 의하여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수사 차로 진행

된다. 그런데 고발 이후에도 세무당국의 고발취소 등으로 사법 차에 개입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시 활용하는 자료에 하여 살펴

보고 그 각각 자료활용의 문제 에 하여 고찰한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외에 일반세무조사 등 

행정 차에서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융거래정보의 경우 부분 압수 · 수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세무조사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다. 그러나 이 경우 법수집증거의 

문제  증거능력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한 일반세무조사 과정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진술자료의 

경우 우리법의 문법칙상 그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제6장에서는 조세범처벌 차법에 한 향후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세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와 유사한 세범칙조사에 

종사함에도 특별사법경찰 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수사과정도 사법경찰

리의 그것과 상응하게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입법론에 참고하기 

하여 세법 규정을 일단 살펴본 후 입법론을 개해보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차에서 나타나는 문제 을 개 하고 향후 한 입법안이 제시되기를 기

하면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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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에 한 법제사  고찰   

 

제1  개 요

 세무공무원이 행정 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를 하게 된 역사 , 

연  배경은 근  륙에서 개된 행정범 · 형사범구별론, 조세범에 

한 국고주의 이론이 있었다. 근  독일에서는 조세범 등 행정범에 하

여는 행정 청의 형벌부과권을 인정하 고 이는 히틀러 집권시 까지 이

어졌다. 그러나 제2차 세계  이후 이러한 법체계는 법치국가 원리에 

반한다는 비 에 직면하여 하나둘 일소되다가 1967년 연방헌법재 소가 

조세범에 하여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행정청의 개입권한에 하여 헌

결정을 내리면서 완 히 종식되게 되었다.

 일본 간 국세범칙자처분법은  륙법체계를 도입하여 수세 리(收稅

官吏)에게 압수, 수색  심문권한, 벌   과료에 해당하는 원에 한 

통고처분  고발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종  후 제정된 국세범취체법에 

의하여 직 세포탈범에 하여도 유사한 법체계를 도입하 다. 

 우리법은 일본을 통하여 독일법 등 륙법체계를 계수하 다. 해방 에

는 일본 간 국세법칙자처분법을 그 로 의용하 고, 해방 후에 제정된 

조세범처벌 차법도  법과 그 내용이 동소이하 다. 이후 수차에 걸

친 개정을 통하여 일본법  요소를 제거하고자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노력

하 으나 주로 일본식 용어 철폐, 기존 차의 구체화에 집 하 을 뿐 

세무공무원의 수사기 성 등 근본 인 문제는 건드리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게 된 사상  · 역사  

배경, 독일법  일본법의 개과정, 그리고 우리법의 연 에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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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게 된 사상적 · 역사적 배경 

 

1. 행정범 · 형사범구별론4) 

 근  독일에서는 형사범과 행정범을 구별하고 조세범칙행 를 행정범의 

형으로 보는 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행정범 · 형사범구

별론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까지 계수되었다5).  

 이 학설의 핵심은, 행정범의  행정불법(Verwaltungsunrect)은 행정명령 

등 행정행  반의 경미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범의 범죄불법

(Kriminelles Unrecht)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 등 법익침해, 반윤리성 

․ 반사회성으로서 양자는 본질 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 불법은 후자에 비하여 경미하고, 처벌 근거도 행정행 의 목  달성

을 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법 차에 개입되어도 용인될 수 있다는 주

장이다.   

2. 조세범에 관한 국고주의 관점6)

 행정범 · 형사범 구별 정설은 조세범의 처벌목 을 국가의 과세권 보호

에 있다고 본다(국고주의 사상).7) 즉, 조세형벌은 국고에 가해진  

손해의 배상이므로    세형법의 최우선  과제는 조세범에 한 응보가 

아니라 효율 이고 신속한 국가재정수입의 확보이다. 따라서 이 이론에 

4) 이 부분 참고자료는 조병선, 『질서위반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제13-169쪽

5) 우리나라에서의 위 구별론을 다루는 학설들은 형사법의 영역에서 양 불법을 구별하는 입장과 형

사법의 영역에서의 범죄불법과 행정법의 영역에서의 행정불법을 구별하는 입장 등 그 논의의 전

제가 서로 달라 논쟁 자체도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혼란이 빚어진 이유는 독일법의 변천 

과정에서 행정형법의 개념 및 범위가 크게 변화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더 자세한 논의는 이상근, 『기업범죄에 관한 형사법 연구-조세범범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7. 제31-32쪽, 점승헌, 『조세범죄에 대한 조세형법 적용상의 문제점』, 

법학연구 제19집, 2005. 제259-262쪽 각 참조 

7)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형사범보다는 행정범적 특색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견해로 강구

진, 『제재세와 조세범에 관한 고찰』, 서울대 법학 제24권 제2, 3호, 1983. 제21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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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조세범을 징역형이 아닌 벌 형, 특히 일실된 조세수입이나 그 배

액에 상당하는 배수벌 형8)이나 정액벌 형으로 처벌한다. 

3. 행정범 · 형사범 구별긍정론, 국고주의 이론에 대한 검토

가. 독일에서의 행정범 · 형사범 구별긍정론 및 국고주의 사상의 전개 

및 극복 

 근  독일에서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론이 두하게 된 계기는 독일형

법의 변화이다. 독일에서는 1813년 바이에른 형법 을 기 으로 법치국가

 요청에 따라 형벌구성요건의 명확성이 요구되었고 형사 차가 엄격해

졌다. 이때 다양한 법 반을 모두 그 게 엄격한 차에 따라 심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범죄불법과 행정불법의 구별론이 두

되었다. 

 그런 이유로 실체법 으로 범죄불법과 형사불법을 구별하여 자는 형법

에 후자는 경찰형법 에 각각 규정하려는 법률안이 제안되기도 하 다. 

그러나 세이래 교회헌법의 통은 “경찰에게는 형사 할권이 없다”는 

것이어서 1851년 로이센 형법 , 1871년 제국형법 은 양불법을 동등하

게 취 하여 한 법 에 규정하 다9). 

 그러나 행정불법과 범죄불법을 일단 한 실체법 에 규정하기는 하 으

나, 여 히 행정불법까지 엄격한 형사 차에 의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실

무상의 태도로 인해 차법 으로는 양불법의 처벌 차를 달리 취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1877년 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StPO)은 체 독일에 

용되는 법으로는 최 로 행정 청에 의한 차  사 결정 제도를 규정

하 다10). 

8) 배수벌금(倍數罰金)제도란 조세범형법에서 포탈세액의 배액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하지만 행정청에 대한 형벌부과권의 부여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여 곳곳에 백지규정

(Blankettvorschriften)으로써 형벌 구성요건을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구체화하도록 하는 예외규정

을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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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행정범에 한 형사 차의 입법은 ① 개별법에 행정청의 형벌처분

(Strafverfügnung), 형사재결(Strafbescheid) 규정과 같은 형사소송법의 특

칙을 규정하거나 ② 아  독자 인 형사제재  불복 차를 갖는 질서형

벌(Ordnungsstrafe)를 규정하는 두 방향으로 개되었다. 

 히틀러 집권시기 이 까지는 자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주요한 로 

1919년 제정된 제국조세기본법이 있다. 

 그러나 1993년부터 1945년까지의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정권은 후자를 

주류로 삼는 이른바 ‘새로운 질서형법(Neues Ordnungsstrafe)'을 도입하

고, 행정 청의 형사처벌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 하 다. 이로 인하여 

법원의 사법심사 역은 극도로 축소되어 국민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침해

를 야기하 다. 를 들어, 당시 제정된 물가형법령에 따르면 행정 청은 

무제한 으로 질서벌 을 부과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법원의 소송 차는 

공 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열리도록 제한되었다. 

 제2차세계  이후에는 히틀러 시 에 한 반성으로 행정 청이 사법

역에 개입하는 것을 축소시키고 법치국가  통으로 회귀하려는 노력

이 진행되었다. 특히 형사사법의 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벌을 분

리시켜 질서 반 을 납부하는 질서 반법 체계로 환하려는 시도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 그 주요 주장자로 Eberhard Schmidt를 들 수 있다.11). 

 결국 이러한 논의 끝에 행정청의 형벌처분제도는 1950년에는 경찰이 형

10)  동법상 규정된 ‘경찰형벌처분절차(Verfahren nach vorangehender polizeilicher 

Strafverfügung, 동법 제453조에서 제458조)’, ‘세금 및 지대이익의 납부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의 절차(Verfahren bei Zywiderhandlungen geg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Erhebung 

öffentlicher Abgaben und Gefälle, 동법 제459조에서 제469조)’의 각 장들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그 대상은 경미범죄인 위경죄(違警罪)에 한하였고, 최고형은 14일의 구류 및 벌금으로 제

한하였으며, 그리고 행정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독일의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살펴보면서 별도로 후술한다. 

11) Schmidt는 범죄행위의 위법성은 법익침해이고 그 책임은 윤리적 비난성에 있지만 질서위반행

위의 위법성은 단순한 행정불복종이고 윤리적 비난관계는 결여되어 있다고 양자를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종래의 형사법의 영역에 있던 범죄불법과 행정불법을 형사법과 행정법의 각 영역으로 

찢어놓았다

    Schmidt는 질서위반금의 특징은 ⅰ) 미납시 대체자유형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ⅱ) 형사처벌절

차의 전과로 기록되지 아니하고 누범가중전과로 활용되지 아니하고, ⅲ) 질서위반금 판단의 초

심(初審)은 행정관청이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14 -

벌처벌을 발의하면 법원 사가 명령하는 제도로 환되었다가 1974년에는 

이마 도 완 히 삭제되었다. 행정청의 행정재결제도도 1950년 폐지되고 

유일하게 제국조세기본법상 세무당국의 형벌재결제도만이 남아 있었으나 

1967년 연방헌법재 소의 헌결정으로  제도까지 폐지되게 된다.12)

 따라서  독일법에서는 형사처벌의 역에서 형사범 · 행정범을 구별

하고 후자에 하여 행정청의 처벌권한을 인정하는 체계로서의 형사범 · 

행정범구별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 다만, 종래 형사처벌의 상

이 되었던 행정범  일부를 아  행정제재인 질서 반벌의 역으로 이

시켰는데, 이때 형사처벌과 질서 반벌의 상을 가르는 기 이 기존의 

형사범 · 행정범의 구별기 과 유사하다는 에서는 이 의 구별론이 완

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정 인 방향으로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우리 조세범처벌절차에서의 위 양 이론의 반영 

( 1)  조세범처 벌 차 법이  규 정 한 세무당 국의 결 정 권 한  

 먼 , 세무당국의 결정권한의 측면에서는 통고처분  속고발제도가 

 사상들의 반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부터 일본을 통

하여 근 독일의 즉시승복 차 등을 계수하여  제도들을 도입하 는

데, 이는 원칙 으로 국고주의 에 입각한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 서는 조세범칙행 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여 과세목 을 달성되면 

수사기 에 고발을 하지 아니하고, 검찰은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학계 일각에서는  제도들이 독일의 즉시승복

차와 마찬가지로 사법권침해라는 비 이 꾸 히 제기되었고, 국민들 사

이에서도 유 무죄 무 유죄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12) 이러한 폐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Schmidt 등이 주장한 질서위반행위 및 질서위반금 부과절차를 

도입하게 되었고, 질서위반행위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그 일반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하

여 1952년 3월 24일 질서위반행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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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재 국세청은 내부 지침으로서 일정 정도를 넘은 조세범칙행

는 통고처분 없이 필요 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범죄가 처벌

등에 한법률상 한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속고발권을 배

제하는 등  제도들의 문제 을 보완해나가고 있다13). 그러나 제도 자체

가 여 히 남아 있으므로 그 헌성에 한 문제 도 남아있다.

( 2)  조세범처 벌 차 법이  규 정 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한

 세무공무원의 조사권한 측면에서는, 바로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

리 등 수사기 으로 지명하지 않으면서도 독자 인 수사권한을 인정하는 

이 국고주의  구별 정론을 반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1951년 제정 조세범처벌 차법  조세범처벌 차법시행령은 거의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할 검사장의 지명 차가 도입되어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범

를 축소시켰으나 여 히 수사기 성을 갖지 못하여 그 수사활동에 한 

헌성 문제가 남아 있다.

( 3)  국세기 본 법 제7 장 의 2 ‘ 납 세자 의 권 리 ’  이 하  규 정 에 한 검 토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는 ‘납세자의 권리’의 장을 도입하여 주로 일반세무

조사시 세무공무원의 권한  차, 세무조사권의 남용 지, 납세자의 권

리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장에 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는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 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  등을 하

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제1항 제1호는 동법에서 말하는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1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및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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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면 우리 국세기본법은 조세범칙조사의 목 을 ‘ 정하고 공평한 과

세 실 ’에 주안 을 둔 이른바 국고주의 에 입각하고 있는 것일까? 

 입법자가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를 제정한 이유는, 종래 일반세무조사

차가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모호하여 국민인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입법자가  장을 규정하면서 조세범칙조사 측면에서만은 유독 국

민의 기본권인 재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 을 받은 국고주의 사

상을 도입하 다고 볼 수 없다. 아마도  장을 규정하면서 세무공무원이 

모든 조사 차에 한 권한남용 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법이념

의 정합성 여부에 한 큰 검토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장이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포 시켰던 것으로 단된다. 그 반증으로  제7장의 2에는 

조세범칙사건에 하여 세무공무원의 사법  권한, 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14).  

다 .  소결  

 

 행정범 · 형사범 구별 정론(이하 ‘구별 정론’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

은 두가지 에서 문제 이 있다.

 첫째, 재 행정불법과 범죄불법의 구별기 이 매우 모호하다. 통 으

로 경미한 행정법규 반행 를 행정불법으로 보아 행정청 주 의 간이한 

차를 통하여 소액벌 형에 처하 기에 행정불법과 범죄불법이 불법의 

경 에 의하여 구별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 할수록 행정불법사항

은 불공정거래행 , 반독 법 반 등 사회 으로 한 사항으로 확

되고 있다. 한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로서도 고액의 과태료  이행강

제 을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의 경 으로는 종래의 범죄불법과 행

정불법을 구별하기는커녕 형사처벌의 역과 행정벌의 역을 구별하기도 

14) 단,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국세기본법 제

7장의 2 이하 규정인 제81조의 5를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재하

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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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되었다.

 둘째, 구별 정론에 의하면 결국 법치국가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술한 바와 같이 구별 정론은 형사사법 차에서 행정청의 개입권한을 

인정하기 한 논거로써 사용되었다. 그러나 법치국가 원칙상 범죄의 

처벌은 사법권이 단하고 있고, 범죄의 불법성 정도는 법원이 형을 선고

시 양형에 반 할 문제에 불과하다. 불법의 경 을 이유로 행정청에 사법

차권한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은 사법권  국민의 재 을 받을 권리 침

해의 가능성이 높다.  

 국고주의 사상은 구별 정론과 동 의 앞뒤면과 같기 때문에 술한 구

별 정론의 문제 을 모두 안고 있다. 그 외에 조세제도는 국민 체의 이

익을 한 국가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공통의 비용을 국민 각자에게 납

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한 국민의 납세의무는 병역의무와 더불어 헌법

상 2  국민의 의무인데 이를 회피하는 것이 과연 일반 형사범의 불법과 

견주어 경미한지 의문이다15).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에서  사상에 입각하여 제정된 세무공무원의 

속고발, 통고처분 권한  조세범칙조사 권한에 하여도  행정범 · 형

사범 구별 정론  국고주의 사상이 안고 있는 것과 동일한 문제 이 있

다. 근본 으로 행정 청의 지 에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형사사법  권한

을 인정하여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해할 우려가 크다. 

15) 영국, 독일 등에서도 종래 국고주의적 입장에 의하여 조세범에 대하여 정액벌금형을 가하였으

나, 조세범의 자연범 ․ 형사범화 경향에 따라 조세범에게 자유형을 가하는 등 일반형사범처럼 

처벌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최삼길, 『외국의 조세범처벌에 관한 최근

의 동향』, 세무사 제41호, 1986. 제55-65쪽 참조



- 18 -

제2  독 일  조세범처 벌 차 에 한 법령 의 연   내 용 16 )

1. 독일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의 연혁 

가. 근대 독일 각 주(州) 조세범처벌절차에 관한 법령 

 19세기 독일에서는 각 주마다 조세범처벌에 한 입법례가 달랐다. 한 

개개 주에서도 조세범처벌 차에 한 통일  규정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개별 세법에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시 각 주법 에 이후 요한 향을 미친 법령은 로이센 법

령이다17).   로이센은 1808년 12월 26일 '지방경찰  재무 청의 조직

개선을 한 명령(VO wegen werbesserter Einrichtung der 

Provinzialpolizei und Finanzbehörden)' 제45조에 재무 청이 조세범죄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후속 조세법령에서도 동일한 취지

의 입법을 답습하 다18). 그러다가  1897년 7월 26일 ’ 세법  그 이외

의 제국․지방의 간 세 규정의 반에 한 행정형벌 차에 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Verwaltungsstrafverfahren wegen 

Zuwiderhandlungen gegen die Zollgesetz und die sonstigen Vorschriften 

über indrekte Reichs- und Landesabgaben)‘에서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조세범처벌 차에 한 법령을 모아서 통합 규정하게 된다. 

 로이센법령상 규정된 재무 청 즉 과세 청의 조세범칙행 에 한 형

발부과 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과세 청은 조세범칙행 에 하여 벌

형 내지 몰수형이 부과만 할 수 있다. 과세 청이 범칙행 자에게 형벌

16) 이상근, 전게논문 제52-63쪽 ; 이천현, 『조세형벌절차에서의 행정관청이 형벌부과권한의 변천

과정 - 독일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8집, 1997. 제377-392쪽 ; 김유찬 ․ 이유향, 『주요국

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제428-432 ; 조병선, 전게논문 제41-50쪽 ; 조

병선, 『질서위반법과 행정형법』,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4호, 1991. 제163-164쪽 각 참조 

17) 1900년대 초반의 많은 독일제국법령(예컨대 1902년의 샴페인세법, 1909년의 발광매체세법, 

1909년의 어음인지세법 등)이 위 프로이센 법령을 참조하였다.

18) 1818년 5월 26일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명령’, 1838년 1월 23일 ’관세경죄의 조사 및 처벌

에 관한 명령‘에 동일한 형태의 조세형벌절차가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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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하면 범칙행 자는 반행 를 시인하고 즉시승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세 청은 형벌재결을 발령하지 아니한다. 범칙행 자가 승복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 청은 스스로 형벌재결을 발령하거나 검사에

게 심리를 넘긴다. 행 자는  형벌재결에 하여 상 청에 소원을 구

하거나 법원에 사법  결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로이센법령상의 차는 이후 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국

조세기본법에 거의 그 로 반 되게 된다. 

나. 1877년 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조세범처벌절차

 1877년 2월 1일 독일제국 역에 효력을 갖게 되는 독일 형사사송법

(StPO)이 제정되었고, 동법  “세   지 이익의 납부 규정에 한 

반행 의 차”에 한 장에서 조세범처벌 차에 한 ‘ 강(大綱)규정19)’

을 두었는데 이는 술한 로이센 법령 등 기존 주법들의 차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 다. 

 이외 동법에서는 형벌재결은 형사소추의 시효를 정지하고(StPO 제459조 제2

항), 사는 형벌재결로 확정된 형을 배상자유형(Ersatzfreiheitsstrafe)로 

화시킬 수 있다(StPO 제463조)는 을 규정하 다. 

다. 1919년 12월 13일 제국조세기본법 제3편이 규정한 조세범처벌절차 

 1919년 12월 13일 제정된 제국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 제3편

은 개별 조세법령에 흩어진 처벌 차를 통일 으로 규정한 법령으로서, 

독일 형사소송법의 특칙의 성격을 가졌다.20) 동법은 과세 청이 조세범칙

조사 후에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에 사건을 송부하거나(제446조 제1항), 아

19) 대강규정(Rahmenvorschriften)이란 각 주 입법의 근간이 되는 규정을 말한다. 현행 독일기본

법 제70조는 연방과 지방의 입법, 제75조는 대강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 위 법은 1931년 5월 22일 대대적으로 개정되었는바 아래 내용은 개정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제국조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은 이천현 전게논문 제384-385쪽 및 조병선 전게서 제42쪽, 

조병선 전게논문 제163-164쪽을 각각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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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피의자의 즉시승복(Unterwerfung)이나 과세 청의 형벌재결

(Strafbescheid)를 통해서 스스로 독자 인 형벌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다. 결국 이 의 로이센법령 등의 태도를 그 로 채용한 것이다. 

 동법이 규정한 조세범칙조사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공무원

은 기소강제주의에 따라 의무 으로 조세범죄의 사실 계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법 제421조 제1항). 이때 경찰의 원조를 받을 수 있고(개정법 제

424조 제2항), 압수, 수색, 가(暇)체포의 강제처분권을 가진다(개정법 제

430에서 439조). 

 세무당국은 수사결과 의가 인정된다고 단되면 검사에게 심리를 넘기

거나, 즉시승복  형벌재결 차를 통하여 독자 으로 형벌부과권을 행

사한다. 다만, 세무당국은 벌 형  몰수형이 부과되는 사안에 한하여 형

벌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무당국이 형벌을 부과하고 범칙행 자가 

이에 즉시승복하면 이로써 처분 차가 종료되고  승복은 확정력 있는 

유죄 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개정법 제445조). 범칙행 자가 즉시승

복하지 아니하면 세무당국은 형벌을 언도하는 형벌재결을 하고(개정법 제

421조), 이에 하여 범칙행 자의 이의가 없으며 그 재결은 확정되고 역

시 유죄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법 제458조). 반 로 범칙행 자

가  재결에 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심 을 구하거나(개정법 

제447조), 상 재무 리국(Oberfinazdirektion)에 소원(Beschwerde)을 구할 

수 있다(개정법 제450에서 452조). 범칙행 자가 법원에 사법  심 을 구

하는 경우에 비로소 형사사법 차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

당한다. 이때 세무당국은 부 원고(Nebenklager)라는 특수한 지 를 갖는

다. 

 상 재무 리국의 소원결정이나 재 으로 취소되지 않은 형벌재결은 유

효한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법 제458조).  소원결정 내지 형

벌재결에 의하여 부과된 벌 의 집행은 세무서가 한다(개정법 제459조). 

벌 형이 징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는 법원에 벌 형을 자유형으

로 환시켜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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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행 자가 재 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세무서의 형벌재결에 구속되지 

않고 불이익변경 지원칙도 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

칙행 는 부분 조세청구권의 유무  범 에 한 분쟁을 제한 경우

가 많은바, 형사법원은 조세청구권의 유무  범 에 하여 독일제국재

정법원의 결에 구속되고 그러한 결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결을 얻

어 자신의 단의 기 로 삼아야 한다.21) 

  

라.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입법시대의 조세범처벌절차법령 

 히틀러 집권시기인 1933년 이후부터 2차  종  이 까지의 이른바 

‘국가사회주의 입법’ 시 에서는 실체법상으로는 ‘독일 국민경제의 배반에 

한 법률’ 등에서 조세범 구성요건에 한 추가 입법이 있었으나 차법

상으로는 기존의 법령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시 는 행정 청의 형사 차에 한 범 한 개입이 특징인바, 조세

범의 경우 차법상으로는 이미 과세 청이 형벌부과권을 행사하고 있었

기 때문에 큰 변동을 겪지 않았다.

마. 종전 후 학설의 태도 및 1956년 5월 11일 공포된 ‘제국조세기본법 

제3편의 개정을 위한 법률’

 종  후 행정 청이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권  국민의 재 청구

권의 침해이므로 개 해야 한다는 비 이 제기되기 시작하 다. 그러나 

1952년 제국조세기본법 개정에 한 연방정부 안  조세형벌 차 부분

은 종 과 거의 다르지 않아 학계, 언론 등에서 비 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1) 즉시승복절차에 대하여는 1921년 11월 1일의 “RAO 제410조에 따른 형벌절차에 있어서 승복

에 관한 명령”이 제정되어 절차적 규정을 보강하였다. 위 명령은 범칙혐의자가 승복하려면 세무

서의 장 또는 연방세무서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는 점, 승복은 범칙행위의 표시, 피의자의 조세

경죄에 대한 무조건 자인 및 형벌재결의 발포에 대한 포기, 확정된 형벌과 그러한 확정형벌에 

대한 승복 및 피의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증서(Niederschrift)에 의한다는 점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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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56년  정부 안이 그 로 의결되어 결국 이  시 와 동

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국조세기본법 제3편의 개정을 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바. 1967년 6월 6일 연방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법률 공포 이후 학설, 언론  의회에서는 동법이 규정한 행정 청의 

사법 차에 한 권한이 독일기본법 (Grund Gesetz)상의 법치국가원리  

국민의 재 청구권에 반된다는 비 이 더욱 거세졌다22). 특히 술한 바

와 같이 타법에서 규정된 행정청의 사법 차권한이 하나둘 폐지되어 종국

에는 제국조세기본법의 것만 남게 되자 그 폐지 압력은 더욱 강해졌다.

 결국 1967년 6월 6일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세무당국이 행하는 즉시승복 

 형벌재결권한은 독일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의 국민의 재 청구권 

조항, 제92조 단의 재 권은 법 에게만 있다는 내용의 사법권에 한 

조항, 제19조 제4항의 공권력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상소의 

길이 열려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반되어 헌이라고 시하 다23). 

  결에서 독일연방헌법재 소는 “독일기본법 제92조상 법 에게만 

임된 것으로 규정된 사법권(die rechtsprechende Gewalt)은 형식 인 것

이 아닌 실질  사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범 를 명확히 규정

하기는 어려우나 어도 통 인 민사사법  형사재 할권은 당연히 

 사법권에 속하고, 특히 형사벌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 역에 하여 

한 침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 만이 행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제한 후 제국조세기본법상 

22) 1961년부터 1966년까지의 조세형벌절차의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즉시승복 내지 형벌재결로 

종결되고 법원에의 재판절차로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컨대, 1961년 즉시승복심리는 13,395건, 

형벌재결은 1,450건인데 피해 재무관청의 검찰로의 이송은 514건, 피의자의 재판청구는 244

건에 불과하였고 실제 재판건수는 422건이었다(위 통계는 조병선, 전게서 제43쪽에서 인용). 

23) 자세한 내용은 조병선 전게서 제43-49쪽 참조. 당시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벌재결절차와 관련해

서는 4:3으로, 즉시승복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만장일치로 위헌결정하였다(이천현, 전게논문 제

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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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벌 조항의 구성요건  형벌을 보면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형벌권을 법원이 아닌 행정기 이 행하는 것은 기본법 

정신에 반한다고 시하 다.

  재  당시 독일 세무당국은 형벌재결에 하여, 비록 행정 청이 사

법  권한인 형벌재결을 행하기는 하나 반자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법원의 심 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재 을 받을 권리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 그러나 연방헌법재 소는 “형법의 

핵 역에서는, 기본법 제92조에 의하여, 법 이 외없이 배타 인 방

 법통제의 책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역에서는 행정 청의 사 철자 

는 사 차는 신청에 의하여 법원 차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할지

라도 허용될 수 없다. 모든 요한 불법구성요건은 형법의 핵 역에 속

한다. 입법자는 그것을 재 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시하여  주

장을 일축하 다. 단, 헌법재 소는 “형법상의 경미한 구성요건에 하여 

입법자는 과태료에 의하여 처벌되는 질서 반행 로 환할 수 있다. 이

게 된 경우에는 질서 반행 에 하여 사후 으로 법 의 심사에 승복

하는 행정사 차가 고려될 수 있다”고 부가 으로 시하 다.  

사. 1968년 제정된 ‘제국조세기본법 및 기타 법률의 형법적 규정의 개정

을 위한 법률’ 및 질서위반법 개정

  연방헌법재 소 결 이 부터 학계에서는 세무당국이 조세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 한 비 이 다수의견을 이루고 있었고, 이에 따라 연방재

무장 도 1959년부터 이미 조세형벌 차의 개정을 비하고 있었다. 그리

하여 1964년 5월 13일 연방정부는 행정형벌 차의 폐지 규정을 포함하는 

“제국조세기본법의 형벌  규정의 개정  형사소송법  기타 법률의 개

정을 한 법률의 안(이하 ’제국조세기본법 개정법 안‘이라고 함)“을 

결의하 다. 

  법안은 1964년 6월 5일 연방참의원 의결을 거쳐 1953년 7월 18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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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회에 제출되고 1964년 10월 16일 재무 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그 이후 

행정 청의 이해 계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

되었다.

 이후 연방정부는 1966년 10월 연방의회에 제출한 질서 반법(OwiG) 개

정안 안 에 질서 반범에 조세경죄 일부를 포함시키고,  내용을 종  

제국조세기본법 개정법 안에 반 한 후 이를 다시 1967년 5월 30일 연

방의회에 제출하 다.  안은 1967년 6월 9일 해당 원회에 회부되었

으나 연방참의원에서 즉시승복 차 삭제 여부에 한 최종  결정을 유보

하는 등 역시 종  안처럼 보류 상태에 빠진다. 

 이런 답보상태는 1967년 6월 6일 연방헌법재 소가 술한 헌 결로서 

풀리게 된다. 연방헌법재 소의 견해를 쫓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재개

되고, 결국 1967년 6월 28일  제국조세기본법 개정법 안이 본회의에

서 의결되었다. 그리하여 즉시승복, 행정형벌 차를 비롯하여 형벌 차에

서 재무 청의 부 원고 지  규정, 조세법  선결문제에 한 연방재정

법원 결정의 형사법원의 구속 규정 등도 모두 삭제되었다. 

 단, 조세경죄를 질서 반범으로 환하는 부분은 아직 질서 반법 개정

안이 심의 에 있어 련 내용이 유동 이었으므로 분리하여 차후 개정

키로 하 다. 질서 반법에 한 심의는 1968년 3월 종결되었고, 연방의회

는 1968년 3월 27일 동법의 개정안을 의결하 다. 개정된 질서 반법을 

반 하기 하여 ‘제국조세기본법  기타법률의 형법  규정의 개정을 

한 법률’에 하여 다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그 개정안이 1968년 5월 

31일 연방의회에서 의결되었다. 

2. 현행 독일의 조세범처벌절차 규정 및 실태

가. 개요

 세무당국은 독일연방헌법재 소 헌결정  개정 조세기본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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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승복  형벌재결 등 사법 인 형벌부과 권한을 상실하 다. 그 지

만 세무 역의 문성 때문에 조세범죄수사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조력

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독일 조세기본법은 세무 청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검

찰과 동일한 권리, 의무하에서 독자  수사권을 갖게 하는 등 매우 강력

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 약식명령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약식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과세 청의 

조세범수사에 한 권한은 여 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검찰

이 직  수사를 개시하면 세무공무원은 검찰의 수사요원 내지 경찰 리의 

지 에서 그 수사를 보조하는 등 검찰의 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약식명령 

사건도 일단 검찰에 기록을 송치하여 검찰이 공소제기를 담당하게 된다. 

 형사범과 달리 조세질서 반범의 경우 행정 청은 독자 으로 행정제재

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시 사법 차로 이행되고 이

때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부당한 부과의 경우 행정 청에 사건을 반송

시키는 등 사실상 통제권한을 행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세기본법상의 조, 통제 장치 외에 재 독일 검찰이 

운  인 ‘ 검찰청’ 제도를 통해 세무 서와 상시 보고, 지휘를 통한 

유기  조 계를 맺고 있다. 

나. 조세기본법상의 조세범처벌절차규정의 내용24) 

( 1)  조세 련 범죄  규 정  개 요  

 행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OA)의 조세범죄에 련된 조문

24) 이재일, 『독일 조세기본법상 처벌규정』, 최신외국법제정보, 2007년 3월호, 2007.  ; 한생일, 

『독일 검찰청 조직과 검찰공무원의 역할』, 형사법의 신동향 제22호, 2009. 제168쪽 ; 이승

호, 『독일의 검찰과 경찰간의 관계』 해외연수검사논문집 제14집, 1998. 제5-40쪽 ; 김유찬 ․ 
이유향,  전게서 제403-4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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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세 련 범죄에 한 규정(동법 제369조에서 376조), 조세 련 질서

반행 에 한 규정(동법 제377조에서 384조), 형사소송 차에 한 규정

(제385조에서 제403조), 세무조사25)에 한 규정(동법 제208조에서 217조, 

동법 제404조) 등으로 나뉘어 져 있다26). 

 이  조세범처벌 차를 규정한 것은 형사소송 차에 한 규정(제385조

에서 제403조)이다27).

( 2)  세무당 국의 수 사권 한 

 세무당국은 외견상 명백히 조세범죄로 보이는 행  등에 하여 독자

으로(selbständig) 수사할 권한이 있고(동법 제386조28) 제2항), 이때 검찰

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동법 제399조29)  제1항), 검찰청의 수사

요원(Ermittlungspersonen der Staatwaltschft)에게 용되는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른 압류, 압수 ․ 수색, 조사, 기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동법 제399조 제2항). 따라서 독일 세무당국의 조세범죄수사에 한 권한

은 아직까지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언제나 검찰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검찰도 언제

나 세무당국에 사건 이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찰은  양 경우에 세무

당국과의 의하에 사건을 반송시킬 수 있다(동법 제386조 제4항). 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세무당국은 경찰 리 내지 검찰 수사요원으로서

25) 또는 ‘세무사찰’이라고 번역된다. 독일 세무조사는 외부세무조사(제193-207조), 세무사찰(제

208조), 세무점검(제209-217조) 규정 및 세무조사기관의 권리의무규정(제404조)으로 구성되

어 있다. 

26) 조세관련범죄에 관하여 동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형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들을 적용한다(조

세기본법 제369조 제2항). 또한 조세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동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질

서위반법의 제1편의 규정을 적용한다(조세기본법 제377조 제2항). 

27) 이하 번역은 주로 위 이재일 전게논문에서 일부 인용하고, 독일 beck-online 싸이트

(http://beck-online.beck.de)에서 검색한 독일 조세기본법을 일부 저자 직역한 것임 

28) 조세기본법 제386조는 조세범에 대한 세무관청의 관할(Zuständigkeit der Finanzbehörde bei 

Steuerstraftaten) 규정이다. 

29) 조세기본법 제399조는 세무관청의 권리 및 의무(Rechte und Pflichten der Finanzbehörde)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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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에서 검찰 수사를 보조한다(동법 제402조 제1항).  그리고 조세  

세사찰(Steuer- und Zollfahndung)을 하는 세무공무원들은 검찰청의 수

사요원이 된다(동법 제404조). 

 검찰 수사요원(Ermittlungspersonen der Staatwaltschft)30)이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경찰 등 공무원을 지칭한다. 검찰 수사요원은 그 

할구역 검찰의 명령에 복종한 의무가 있다(법원조직법 제152조)31).

( 3)  세무당 국의 약 식 명 령  신 청 권 한

 독일 조세기본법상 특이한 사항으로서, 세무당국은 약식명령에 한 신

청(Antrag)권한을 가진다. 즉, 세무당국은 수사결과 약식명령청구 사안이

라고 단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권한은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세기본법 제400조). 

  

다. 질서위반법상 조세질서위반행위 처벌절차규정32) 

 조세경죄는 조세기본법상 조세질서 반행 로 규정되고 그 처벌 차 

부분은 질서 반법에 의한다. 조세기본법상 규정된 조세 반행 에는 과

실에 의한 탈세(조세기본법 제378조), 허  수증의 작성  유통 등 조

세포탈 비행 (조세기본법 제379조) 등이 있다. 

 독일 질서 반법이 규정하는 차는 크게 재 차와 집행 차로 나뉘어

30) 종래 검사의 보조공무원(‘보조관’, ‘보조원’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음, Hilfsbeamte)이라고 칭해졌

으나 2004. 8. 24. 독일 사법근대화법에 의하여 검찰청 수사요원으로 용어변경되었다. 

31) 독일 형사소송법상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은 검사의 요청(Ersuchen) 및 지시

(Auftrag)에 응해야 한다(동법 제161조). 이 중 ‘요청’은 검찰의 수사요원이 아닌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공무원에게, ‘지시’는 검사의 수사요원(수사요원으로 임명된 경찰공무원 포함)에

게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 요청을 받든 지시를 받은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질적으

로 위 용어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고위직 사법경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법경찰이 검

찰 수사요원으로 임명되어 있어 검찰은 거의 모든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위 이승호 전게 

논문). 

32) 조병선, 전게서 제73-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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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재 차는 다시 행정 청, 검찰, 법원에서의 차로 각각 나뉜다. 

그  재 차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청은 사안을 조사하여 질서 반 33)재결(Bußgeldbescheid)을 한다. 

이 권한은 행정 청의 독자  권한으로서 의무 으로 재결을 할 필요도 

없다. 행정 청의 재결에 하여 당사자는 이의(Einspruch)할 수 있다. 당

사자의 유효한 이의가 없을 경우 재결은 확정력을 갖고 행정 청이 그 재

결을 집행한다. 당사자의 유효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청은 일단 그 

결정의 취소 내지 변경에 하여 재고할 수 있다. 

 행정 청이 결정을 고수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고 검찰은 사건

을 검토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단하면 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한다. 반

면 검찰이 재결의 하자로 인해 법원에 소추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단하

면 사건을 행정 청에 반송한다34). 반송받은 행정 청은 보충조사 후에 

재결을 각하하거나 새로운 재결을 발한다.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송부하면 법원은 구두공 차로 재 을 진행하거

나 아니면 검찰  당사자의 이의가 없음을 조건으로 서면 차로 진행한

다. 법원 차에서 행정청의 재결은 ‘유책소추(Beschuldigung)'로 환되어 

마치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기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법원재 결과

의 집행은 검찰이 하는데, 법원은 당사자가 질서 반 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구류를 명할 수 있다. 

 독일 질서 반법은 기존의 즉시승복  통고처분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

는 면도 있다. 그러나 질서 반법의 용 상은 어디까지나 사법의 상

인 형벌이 아니라 행정행  역인 행정벌이고, 행정청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가 소추  반송을 통하여 행정청을 실제 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이 기존의 즉시승복 등과 다르다35).

33) 질서위반금은 유책성을 요하며 시효규정을 적용받는 점에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구분된다(김진수․김정아․마정화, 전게서 제39쪽)

34) 그러나 재결의 발포자가 아니므로 검찰이 스스로 재결을 철회할 권한은 없다. 단, 검찰은 혐의

가 없거나 제재가능성이 없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절차중지를 취할 수 있고, 

이때 재결을 행한 행정관청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위 조병선, 전게서 제74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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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일 중점검찰청 등을 통한 현행 조세범수사 실태 

 독일은 검찰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직 수사를 하는 것

이 아니라 일부 요사건 인지 외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하고 검찰이 

수사지휘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독일은 우리나

라와 같이 검찰청 소속직원을 사법경찰 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참여수사 , 집행 등의 지원수사 의 역할은 경찰이 맡

고 있다36). 그러므로 조세범 수사에 있어서도 종래에는 직  수사하기보

다는 세무공무원의 수사에 한 통제  조 측면에서 만 여한다.

 그러나 주요 경제, 부패, 조세범죄의 경우 수사  소추의 효율을 높이기 

하여 검찰의 문 인 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60년  말부

터는 일부 지역에 ‘ 검찰청(Schwerpunktestaatsanwaltschaft)’이 설치

되었고 재까지 각 주마다 1에서 4개소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37).

 ’ 검찰청‘이란 각 주마다 몇몇 검찰청을 선별하여 그 검찰청에 경제사

범 담검사와 경제분야 문가를 수사요원으로 집 배치하고 그들로 하

여  경제범죄의 수사  소추를 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 각 주 지

방검찰청에 있던 경제사범 담당부서를 개편한 것 새로운 형태의 특수검찰

청은 아니며 토지 할의 외규정을 용받아 다른 검찰청 할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 다.

 재 조세, 경제사범은 일반 형사사범과 달리 부분 검찰청에서 직

 수사를 한다. 이를 하여 담검사  검찰 수사요원들의 문성을 

강화하 다. 검찰청 담검사는 학에서 경제, 경 , 조세 등을 공부

하고 검찰실무경력이 통상 3년 이상되는 검사 에서 선발되며 선발 이후

35) 또한 행정청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범죄혐

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서위반행위를 인수할 수 있고, 행정관청과 검찰의 관할이 경합

시에는 검찰의 관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6) 따라서 독일 검찰, 경찰은 ‘팔 없는 머리’, ‘연장될 팔’의 관계라고 칭해지진다(한생일, 전게논문 

제171쪽).

37) 중점검찰청에 대하여는 위 한생일 전게논문 제171-172쪽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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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사법연수원에서 1, 2주일간 다시 특수교육을 받는다. 한 학에서 

경제학, 경 학을 공하고 련 실무경력 있는 사람을 경제연구원

(Wirtscharefernt)으로, 기업회계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회계검사원

(Buchhalter)로 선발하여 검사의 수사업무를 보조한다. 이러한 내부 문

인력 배치 이외에도 외부 세무 서, 세  등에서도 극 으로 수사 보조

를 받는다.

 조세사범에 하여 세무 서  세 에서 범죄수사를 개시한 경우 수사

착수와 동시에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 동단계에서부

터 이를 극 으로 지휘한다. 

 이 게 행 독일 조세범수사는 문성 있는 검찰청에서 직 수사와 

동단계에서부터 극 인 수사지휘를 병행하면서 세무 서와 유기 인 

조 계를 맺고 있다.

   

제3  일본의 조세범처벌 차법에 한 법령의 연   내용38 )

1. 1890년 간접국세범칙자처분법(間接國稅犯則者處分法)의 제정 및 주요내용

가. 간접국세범칙자처분법의 제정

 근  기 일본은 간 국세 범칙자에 하여만 세무 서에 의한 조세범

칙처벌제도를 두었다. 1883년 주류제조세  담배세 등 간 국세 일부분

에 하여 세무 서의 특별 취조 차를 규정하 다가 1890년에는 간 세 

반의 범칙자에 하여 특별처분 차를 정한 간 국세범칙자처분법을 제

정하 다39).  간 국세범칙자처분법은 조선 동부령인 조선간 국세범

38) 이천현, 전게논문 제229-230쪽 ; 국중현,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제415-418쪽 ; 권광현, 『일본의 조세범죄 수사실무-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법

의 신동향 제26호, 2010. 제287- 288쪽, 제302-332쪽 ; 김진수․김정아․마정화, 전게서 제

34-37쪽 ; 이상근, 전게논문 제63-64쪽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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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자처분령에 의하여 그 로 일제치하 조선에 의용되었다. 

나. 간접국세범칙자처분법의 주요내용40)

( 1)  수 세 리 의 조사권 한

 일본 간 국세범칙자처분법은 수세 리에게 수사기 에 버 가는 조사권

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수세 리(收稅官吏)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물건, 장부, 서류 등의 차압이

나 이것들이 은닉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제1조, 제2

조), 범칙 의자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제3조). 이를 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찰 리의 원조를 구할 수 있다(제5조).

( 2)  세무당 국의 고 발   통 고 처 분  권 한 

 일본 간 국세범칙자처분법은 원칙 인 통고처분 치주의  속고발

권제도를 두고 있었다. 

 수세 리는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범칙 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범칙 의자가 도주할 우

려가 있을 때 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에서 제3호). 

 세무서장은 수세 리의 보고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을 때에는 그 이

유를 명시하여 벌  는 과료에 상당한 액 등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제14조). 범칙자가 통고 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고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

야 한다(제14조 제2항). 통고처분이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단되고

39) 국중현, 전게서 제418쪽

40) 이천현, 전게논문 제22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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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범칙자가 통고한 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하여 소

추를 받지 아니한다(제16조). 범칙자가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제17조 제1항 본문) 는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

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통고할 수 없을 때

(제17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차를 행하여야 했다. 다만 7일을 

경과하여도 고발 에 이행할 때에는 외로 하 다(제17조 제1항 단서).  

2. 국세범취체법(國稅犯取締法)의 제정과 사찰(査察)제도의 도입

가. 국세범취체법의 제정 경위

 법인세 등 직 국세에 한 법칙행 에 하여도 실체법 인 처벌규정은 

있었으나 간 국세와 같이 세무공무원에 의한 특별조사 차는 없었다. 그

러나 문성 없는 일반 수사기 의 손에 맡겨진 탓에 장기간에 걸쳐 직

국세에 련된 범칙행 에 한 기소는 거의 무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법인세 등 직 국세가 기존의 부과납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환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성실신고제도를 제로 

하는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탈세가 더욱 범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세분야에 한 문성을 가진 조세공무원으로 하여  조세범

칙조사를 하게 하여 탈세에 극 처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결과 

1948년 간 국세와 직 국세의 조세범칙 차를 포 하여 규정한 국세범취

체법이 제정되었다.

나. 국세범칙자취체법의 주요 내용

( 1)  간 국세범칙자 처 벌 에 한 내 용

 간 국세범칙자에 하여는 기존의 통고처분 치주의, 속고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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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 수세 리의 고발은 소송조건이라는 것이 례이다41).

 간 국세에 한 범칙사건에 있어서는 수세 리로부터 보고, 통보를 받

은 국세국장 는 세무서장이 조사의 결과 심증을 얻은 때, 통고처분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범칙 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도

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수세 리는 즉시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국세범취체법 제13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수세 리로부터 보고받은 

세무서장 등은 의자가 무자력인 경우, 정상에 의해 징역형으로 처벌하

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

다(국세범취체법 제14조 제2항).

 우리법이 일본의 기존 간 국세범칙자처벌법의 체계를 거의 그 로 승계

하 으므로 행 일본 간 국세범칙자처벌에 한 내용은은 우리 조세범

처벌 차법과 동소이하다. 

 간 국세범칙자에 하여 통고처분 치주의 등을 유지한 취지는 범칙 

반으로 인하여 가벼운 재산형으로 처벌될 것이 상되는 범죄에서 징세 

 국민의 편의를 해서 이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에서도 조세포탈범죄에서 통고처분 치주의를 취하게 되면 결국 재산의 

유무에 따라 국민을 차별  취 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에 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 이 있다42). 

 

( 2)  직 국세범칙자 처 벌 에 한 내 용

가 )  개 요

 일본은 직 국세범칙자 처벌에 하여는 통고처분, 속고발제도를 도입

하지 아니하 다. 따라서 수세 리의 고발은 소송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으로는 수세 리의 고발이 없으면 범죄 의의 단서를 포착

41) 최고재판소 소화 28. 9. 24. 형집7·9·1825 등

42) 권광현 전게논문 제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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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 국세범칙 의가 발견되면 수세 리가 의무 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하도록 하 고(국세범칙취체법 제12조), 이때 후술

하는 검찰, 국세사찰  등으로 구성된 ‘고발요부감안 의회(告發要否勘案

協議 )’의 고발요부 정을 받고 고발을 함이 통상이다.

나 )  고 발 요 부 감 안 의회 4 3)  

 검찰 과 수세 리와의 사이는 사법경찰 과의 그것처럼 형사소송법상의 

지휘, 지시 계는 아니고 상호 력의무도 없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

은 실무상 필요성으로 인하여 검찰, 국세사찰  등으로 구성된 ‘고발요부

감안 의회’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수세 리는 고발요부감안 의회에서 검찰 으로부터 법률상, 입증상 의

견 진술을 듣고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미리 검찰 이 고발 에 미

리 기록검토를 마치고 고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단 고발 이후에는 그

로 기소를 하게 됨이 보편 이다. 

( 3)  사찰 제도 ( 査 察 制 度 ) 의 도 입

가 )  개 요  

 일본 국세범취체법은 국세사찰 (國稅査察官)에 의한 사찰(査察)제도를 

도입하 다. 사찰제도란 세무공무원이 탈세자들에 하여 압수 ․ 수색 등 

강제  권한으로 범죄수사에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

로 검찰 에게 고발하여 공소제기를 구하는 국세범칙조사과정을 말한다. 

 실제 으로는 기존 간 국세범칙자조사시 수세 리가 행하던 임의, 강제

조사 권한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43) 권광현 전게논문 제314,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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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세사찰 의 조사권 한  조사과정

 사찰은 범칙조사이므로 일반세무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이 담당하지 아

니하고, 특별히 국세청  각 국세국 세무공무원 에 국세청장 등이 임

명하는 국세사찰 이 담당한다. 재 일본 각 국세국의 사찰부 소속 공무

원, 세무서의 총 국세 리  등이 그것이다.

 국세사찰 은 국세범칙취체법에 의하여 범칙 의자와 참고인에 하여 

질문조사(임의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일본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 의한 공술(供述)거부권 고지 차 규정이 없다.

 한 국세사찰 은 재 장이 발부하는 허가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임검(臨檢)(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국세범칙취체법 제2조 제1항).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 의 압수, 수색  임검에 상응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의 신체검사  우편물, 신에 한 서류 압수

에 상응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국세사찰 은 와 같은 강제조사를 할 권

한은 없다. 

 사찰의 과정은 ⅰ) 악질 인 탈세사건의 단서를 얻기 한 자료정보의 

수집을 시작으로, ⅱ) 탈세 규모  내용의 검토, ⅲ) 강제조사 등에 의한 

사건의 착수, ⅳ) 증거수집, ⅴ) 검찰 에 한 고발로 종료되게 된다. 고

발을 받은 검찰 은 다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수사를 한 다음 기소하게 

된다. 

다 )  국세사찰 의 지   사찰 제도 의 성 격 에 한 논란  

ⅰ )  개 요  

 국세사찰 은 국세청 내부 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우리나라와 같은 검사

장 지명제도를 거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명백히 행정공무원의 지 에서 

사찰을 하는 것이지사법경찰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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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국세사찰 의 국세사찰은 수사가 아니라 행정 차로 보는 것이 

일본최고재 소의 태도이다44). 학설상으로도 국세사찰 의 조사행 를 행

정상 즉시강제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국세사찰은 결국 조세범칙행  기소 여부 결정을 한 조사이므

로 수사기 의 수사와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국세사찰 의 행 를 단순

히 행정행 로 볼 것인지 등에 하여 여 히 논란이 있다. 아래에서는 

임의조사, 강제조사 측면에서 불거지는 문제 을 각각 간단히만 소개한다.

ⅱ )  국세사찰 의 임 의조사시  문제

 임의조사 측면에서, 국세사찰 은 범칙 의자에 하여 질문 말서(質問

顚末書)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45). 국세사찰 의 질문 말서는 형사소송

법 규정과 같은 공술거부권의 고지 차도 밟지 않는 것이 통상이므로 헌

법상 진술거부권(일본헌법 제38조 제1항) 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심지어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이 아닌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작성된 

말서까지 법정에 제출되어 증거로서 채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더욱 논

란이 된다.

 이에 하여 일본 최고재 소46)는 “국세사찰 의 질문조사  압수, 수

색 혹은 차압은 행정 차이고 형사 차는 아니라고 해석되나, 그 차자

체가 수사 차와 유사하고  조사 차 결과물은 수사  소추의 증거자

료로 이용되는 것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범취체법상의 질문조사 

차는 「실질상 형사책임 추 을 한 자료의 취득수집에 직  결부된 

작용을 일반 으로 가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38조 제1항의 공술거부권의 

보장이 미친다”고 하면서도 “헌법 제38조 제1항은 공술거부권 고지를 의

무지운 것은 아니고, 공술거부권의 고지를 요하는가의 문제는 그 차의 

취지, 목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세범칙취

44) 일본최고재판소 소화 44. 12. 3. 형집23권 12호

45) 전말진술서에 대한 문제점은 권광현 전게논문 제403-404쪽 참조

46) 일본최고재판소 소화 59. 3. 27. 형집38·5·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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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법에 공술거부권의 고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수세 리가 이

를 고지하지 아니하 다고 하여도 헌법 제38조 제1항 반은 아니다”라고 

시하 다.  

ⅲ )  국세사찰 의 강 제조사시  문제

 사실 국세사찰 의 강제조사는 강제수사만큼이나 국민의 기본권제한 인 

성격이 크고, 범칙행  수사를 한 조사인만큼 일반 행정행 와 동일하

게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재 소도 압수 등의 허가장 차를 민사(행정)부에서 처리하

지 아니하고 형사담당 재 이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 소

는 수세 리가 행한 압수처분의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에 정해진 소송방

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430조 항고 규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7). 국세사찰 의 조사행 에 하여 형사, 

행정 차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3. 일본 조세범조사실태 현황

 일본은 수세 리의 조세범칙조사에 해서 기존 임의조사  간 조사 

방법을 거의 그 로 유지하고 있고, 범칙자  간 국세범칙자 처분의 경

우에는 종 의 통고처분 치주의  속고발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 국세범칙자에 하여는 통고처분 치주의  속고발제를 

도입하지 아니하 을 뿐만 아니라 고발요부감안 의회에 의하여 고발 에 

검찰과 고발여부에 한 사 의 과정을 거친다. 

 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와 달리 압수, 수색 등에 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어도 물 증거자료의 측면에서는 증거수집

차상 법의 문제가 거의 없다. 그리고 신체감정 등 조세범칙조사권한

47) 최고재판소결정 소화 44. 12. 3. 형집 23·1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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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부분에 해서는 검찰과 활발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실무상으로도 일본 국세청과 검찰은 조세범칙사건 수사에 있어서 

상호 정보교류, 공조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제4  우 리  조세범처 벌 차 법령 의 연

1. 해방 전의 조세범처벌절차에 관한 법규

 1895년 한제국은 갑오개 을 단행하며 우리나라 최 의 성문헌법인 홍

범 14조를 선포하 다. 동법 제6조는 조세의 징수는 법령에서 세율을 정

하고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1894년 10

월 29일 이후부터는 종래의 물납세제도 신 화폐로 납세토록 하는 조

세 납제도가 시행되었고, 1896년 9월 5일에는 우리나라 근  세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지세(地稅)와 호포 (戶 錢)에 한 건(법률 제15호)’

이 선포되었다48). 

 행 조세범처벌 차법과 직  연 되는 법령은 1914년 8월 21일 제정되

고 같은 날부터 시행된 조선총독부령인 ‘조선간 국세범칙자처분령’49)이다. 

 동법령은 1923년, 1931년, 1934년, 1943년 1944년 등 수회에 걸쳐 개정되

었으나 세 개 조문으로 규정된 구조는 변하지 아니하 다. 조선간 국세

범칙자처분령 제1조는 조선간 국세범칙자의 처분에 하여는 일본 간

국세범칙자처분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간 국세범칙자처

분법상의 수세 리  세무서장의 직무를 행할 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3

조는 간 국세범칙자처분에 규정된 ’칙령‘  ’세무서‘에 응하는 행정명

령  행정기 을 규정하고 있었다. 

48) 이천현, 『우리나라 조세형법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한양법학 제11집, 2000., 220, 221쪽 참

조

49) 같은 날 제정된 ‘조선간접국세범칙자처분령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간접국세는 주세, 골패세, 

취인세, 인지세, 사탕소비세 등 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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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해방 이 의 조세범처벌 차의 부분은 일본 간 국세범칙자처분

법이 의용되었다50). 

2. 해방 후 대한민국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가. 제정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제정 경위 및 그 내용

 

( 1)  조세범처 벌 차 법의 제정  경

 해방 이후에도 1951년 조세범처벌 차법이 제정되기 이 에는 한동안  

간 국세범칙자처분령이 그 로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1951년 5월 7일 조

세범처벌법과 함께 조세범처벌 차법이 법률 제200호로 공포되었고51), 이

와 더불어 조세범처벌 차법 시행령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 조세범처벌 차법은 일본 간 국세범칙자처분법을 면 수

용하여  법령과 그 내용상 동소이하 다52).

( 2)  제정  조세범처 벌 차 법의 내 용  

( 가 )  세무공무원의 조사권 한  조사 차

 

 세무공무원은 범칙 의자나 참고인의 심문, 압수 는 수색(동법 제2조)

을 통하여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압수 ․ 수색시에는 원칙 으로 법원이 발부한 사 장에 

의하여야 하나 긴 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 장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동법 제3조). 동법은  긴 을 요하는 경우를 ‘범칙행 가 행 이거

나 범칙 의자가 도피 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 을 요하는 경

50) 상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참조 

51) 제정 조세범처벌절차법은 부칙 4개 조항을 포함하여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52) 이천현, 전게 논문 제2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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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고 규정(동법 제3조 단서)하여 매우 포 으로 보았다.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그 말을 기재하여 입회

인 는 심문을 받는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받는

다(동법 제5조).

 제정법은 압수 · 수색시 원칙 으로 법원이 발부한 사 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 인 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마치 세무공무원이 

직  법원에 장을 청구하는 것처럼 규정하 고,  제정법 이후 개정법

도 한동안 그러한 조문 내용을 유지하 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장에 의하여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다는 장주의를 규정하

고 있는데 세무공무원의 법원에 한 압수 · 수색 장청구는  장주의 

원칙에 배되게 된다. 다만 건국이후 최근까지 세무공무원의 압수 · 수

색이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실무상 불거지지 아니하고 학

설로만 논의되다가 2011년 4월 4일 개정으로 장주의에 부합하게 압수 · 

수색 부분이 정비되었다. 

 

( 나 )  세무 서의 조세범칙처 분

 

 조세범칙조사가 종료되면 세무서장은 통고처분(동법 제9조)을 하거나 

속고발권에 기하여 수사기 에 고발한다(동법 제12조). 동법은 세무공무원

이 외 으로 즉시고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즉시고발 

여부의 결정은 재량에 의하도록 하 다(동법 제8조)

( 다 )  조세범칙조사를  하 는  세무공무원의 지  

 동법 제14조는 ‘본법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한계는 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 다.  법조항의 임을 받은 조세범처벌 차법시행령 제1

조는 거의  세무공무원이  세무공무원에 해당하도록 규정하 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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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검찰총장이나 할지역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 차 등도 존재

하지 아니하 다. 

나. 제정 이후부터 2011년 4월 4일 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이전의 개정 현황 

 조세범처벌 차법은 1961년 12월 2일 일부 개정되었으나 일본식 용어인 

‘차압’을 ‘압수’로 개정하는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다. 

 1962년 12월 8일 개정 조세범처벌 차법은 세무서장 등이 범칙사건조사

를 하여 다른 국가기 에 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동법 제7의 2)

을 도입하 고, 1966년 3월 8일 개정 조세범처벌 차법은 기존 ‘사세청장’

이라는 용어를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30여년간 개정 작업이 없다가 1997년 12월 13일 조세범처벌 차법

이 개정되었으나, 이것은 정부부처명칭변경에 따라 제3조의 ‘서울특별시’

를 ‘특별시  역시’로 개정한 것에 불과하 다. 

 1999년 12월 31일 조세범처벌 차법이 다시 개정되었으나, 제16조에 조

세포탈범 등의 제보자에 한 포상  지  규정을 신설하 을 뿐 본질

인 내용은 건드리지 아니하 다.

다. 2011년 4월 4일 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2011년 4월 4일 조세범처벌 차법은 면개정되어 각 조문에 제목이 부

여되고, 일본식 용어가 변경되었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압수 · 수색 차

에 한 규정의 정비이다. 

 제정법 이후 2011년 4월 4일 개정 조세범처벌법 이 까지 세무공무원의 

압수 · 수색 차에 한 규정은 우리 헌법상 장주의  형사소송법상 

장청구기간 등과 일 되지 않다는 문제 을 안고 있었다. 

 이에 하여 개정법은 장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하여 우리 헌법상의 

장주의 원칙과 조화되도록 하 다. 술한 바와 같이 개정  조세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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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법 제3조는 세무공무원이 직  법원에 압수 ․수색 장을 청구하여 발

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은 ‘체포·구속·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한 차에 따라 검사의 신

청에 의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범인인 경

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장주의를 규정하

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세무공무원이 장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

상의 장주의에 반하게 된다. 그리하여 개정법 제3조 제2항은 ‘세무공무

원은 근무지인 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할지방법원 사

로부터 장을 발부받아야한다’라고 명시하 다.

 한 개정법은 긴 압수 · 수색의 경우 일 으로 압수 · 수색 후 48시

간 내 장을 청구하도록 하여 형사소송법상 장청구기간에 한 규정과 

일 되게 하 다. 개정법 이 에는 행범이거나 긴 한 필요가 있어 

외 으로 장 없이 압수 ․ 수색을 한 경우 법원이 없는 시 ․ 군에서는 

압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외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상 긴 압수 · 수색의 경우 48시간 내에 법원의 

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조세범의 경우에만 유독 5일이나 

긴 기한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하여 개정법은  외조항을 삭제하여 

장발부기간에 해서도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일치시켰다.  

라.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 차법은 2011년 12월 31일 다시 으로 개정되었다. 형

식상으로는 체법조를 총칙,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처분 등 총 3장에 나

어 규정하 다. 내용상으로는 종래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를 법률로 규정하고 일정 한도에서 

조세범칙심사 선정기 을 마련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수사 권한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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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사무처 리 규 정 에 있 던  조세범칙조사심 의 원회 를  법률 로  규 정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행 조세범처벌

차법은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77호)에 규정되어 

있던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를 법률로 규정하 다.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두고 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의 원으로 구성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5조 제2항). 동법의 임을 받

은 시행령에서는 원회의 원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 고, 원은 

ⅰ)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ⅱ) 법률, 회계 는 세무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서 

원장이 하는 8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 다(조세범처벌 차

법시행령 제3조). 

 조세범칙심사 원회는 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에 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ⅱ)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ⅲ)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범  확 , ⅳ)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용에 하여 심의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5

조 제1항). 단, 조세범칙행 가 진행 이거나 조세범칙 의자가 도주하

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 장을 발부받을 시간  여유

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조세범처벌 차법 제7조 제2항).

( 2)  조세범칙조사사건  선 정 기  마 련

 행 조세범처벌 차법은 연간 조세포탈 의 액 등이 일정 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

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조세범칙조사 상 사건에 한 선정기 을 



- 44 -

마련하 다53). 

 조세범칙조사사건 선정기 은 구조세범처벌 차법에서는 규정된 바가 없

었다. 단지 구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항에 조세범칙조사는 탈루세액

의 규모, 탈루수법에 의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행한다고 추상

인 사항을 재량 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사실

상 조세범칙조사 상 선정 기 이 미비되어 조세범칙조사의 측가능성

과 투명성이 해되는 문제 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 조세범처벌 차법은 지방국세청장 등이 조세범칙행  

의자를 처벌하기 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하거나 연간 조세포탈 의 액 

등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

도록 하 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 다(조세범처벌 차법 제7조). 

( 3)  기 타  조세범칙처 분  차  정 리  

 행 조세범처벌 차법은 조세범칙사건에 하여 지방국세청장 등이 통

고처분, 고발, 무 의 등 세가지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 다(조세범처

벌 차법 제13조)

 조세범칙심사 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긴 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장 는 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하여 지방국세청장 등이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는 조세범칙심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4조). 

단, 조세범칙조사 개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세범칙행 가 진행 이거나 

조세범칙 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

장을 발부받을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할 수 있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4조 제1항).

53) 개정안 제안경위는 국회 홈페이지(http://likms.assembly.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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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행  조세범처 벌 차 법에 한 검 토

 행 조세범처벌 차법은 조세범칙심사 원회의 법률기 화, 조세범칙사

건 선정기 의 도입으로 세무공무원의 조사, 결정권한을 통제하려고 시도

한 에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공 과정에

서는 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수사기 의 수사활동을 통제하는데, 

조세범처벌 차법이 시도하는  통제 차는 우리 형사소송 차의 통제시

스템과 거리가 먼 것이다. 

 한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는 그 원장이 지방국세청장이고 그 소속 

공무원이 원이 될 수 있는(조세범처벌 차법 시행령 제3조) 등 사실상 

과세 청 내부인사에 의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에 

한 효율 인 통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제5  일 본 ,  독 일   우 리 나 라  조세범처 벌 차 의 비 교

1. 독일의 조세범수사절차와 우리법의 비교

 

가.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측면

 독일 세무 청은 1967년 연방헌법재 소의 헌결정 이후 독자 인 형벌

부과권은 상실하 으나, 조사권한 측면에서는 검찰에 하는 독자 인 수

사권을 가지고 있어 그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그러나 이에 해 검찰의 

세무 청에 한 사건 송부요청, 검찰청에 의한 상시 지휘체제 등으

로 검찰이 하게 세무 청의 수사를 통제, 조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세무공무원에게 독자 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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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수사상 권한이 아니어서 그 법  의미가 모호하다. 한 각 지방검

찰청이 담검사제를 두고 있으나 실제 문지식 있는 검사  수사 이 

없고, 일반 형사사건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무당국에 상시 

지휘체계를 가동시킬 여력이 없다. 한 세무당국도 고발장 제출을 최  

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요사건 외에는 고발 에 증거수집방법, 법률

 쟁  검토 등에 하여 조세 담검사와 의하여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나. 세무당국의 통고처분 및 전속고발권 측면 

 독일은 1967년 연방헌법재 소의 헌결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고처

분, 즉시고발제도와 상응하는 즉시승복  형벌재결 제도가 폐지되었고, 

조세형사범도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차에서 취 하게 되었다. 다만, 경

미한 조세범까지 모두 형사범으로 처벌할 경우 과처벌  업무량 폭증 등

의 문제가 있어 이를 질서 반범으로 환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인 질서

반벌을 부과하되 당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검찰이 공소유지 내지 사

건반송을 담당하여 통제하도록 하 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고처분  속고발권 제도를 그 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하여 국민의 재 을 받을 권리 등에 배되어 헌이라는 비 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다. 

2. 일본의 조세범수사절차와 우리법의 비교54) 

가.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측면

 일본은 우리법과 마찬가지로 국세사찰 에게 임의조사,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하 음에도 국세사찰 을 수사기 으로 정하지 아니하 다. 따라서 

54) 권광현 전게논문 제293-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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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사찰 은 법형식상으로는 행정행 를 하는 것이나, 실제상으로는 수

사행 나 다름없기 때문에 말서의 증거능력, 압수 등의 불복 차 등에 

있어 문제 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직 세범칙행 자에 해서는 

속고발제 등을 폐지하고 고발요부감안 의회를 통해 고발 이 에 검찰

과 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 범칙행 자에 한 물 자료 취득시에

는 통상 압수, 수색 장에 의하여 취득하고 있고, 그 외 조세범칙조사권한

이 없는 부분에 하여는 검찰의 조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라는 요사건 외에 세무공무원이 사 에 사실인정  법

리해석에 한 문제, 증거수집에 한 문제를 논의하는 는 거의 없다. 

그리고 물 자료 취득시 압수, 수색에 의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시 검찰의 통제  조 작용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 및 전속고발권 측면

 일본은 술한 바 로 간 세의 경우에는 기존 통고처분 치주의 등을 

그 로 유지하고 있으나 직 세의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 다. 간 세범칙

자에 한 통고처분 치주의에 하여 우리와 유사한 비 이 일본내에 있

다는 것은 술한 바와 같다.

 우리나라는 간 세, 직 세 상 없이 이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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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자격 및 법적 지위 

제1  조세범칙조사에 종 사하 는  세무공무원의 자 격

1. 우리 조세범처벌법령상 규정의 변천 

가. 1951년 제정 조세범처벌절차법령상 규정

 1951년 5월 7일 제정, 공포된 구조세범처벌법은 제14조에서 ‘본법에 규정

한 세무공무원의 한계는 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범칙조

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정의를 통령령에 임하 고, 1951년 6월 

7일 시행된 구조세범처벌 차법시행령 제1조는  세무공무원이란 국가공

무원 제4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공무원55) 이외의 일반직 공무원

으로서 세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원칙 으로 거의 모든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1955년 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령상 규정

 그러다가 195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조세범처벌 차법시행령 제1조는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범 를 일반 세무공무원  ‘소속

사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

명을 받은 자’로 축소하 다. 

55) 구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3호) 제44조 1호는 임시적공무원, 제2호는 조건부 채용기간 중의 공

무원, 제3호는 직제 혹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거나 등

급의 감경과 동일한 결과가 된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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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59년 및 1966년 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령상 규정 

 1959년 9월 22일 시행된 개정령 제1조에서는 사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

는 소속 사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근무지 할 검찰청 검사장이, 사세국

에 있어서는 재무부장 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각 지명을 하도록 

규정하 다. 

 1966년 3월 11일 시행된 개정령 제1조는 ‘사세청’을 모두 ‘국세청’으로 용

어를 정리하고, 국세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 의 제청이 아니라 국세청장

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도록 규정하 다. 

라. 2012년 시행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령상 규정

  2012년 7월 21일 시행된 행 조세범처벌 차법 제2조 제4호는 조세범

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이란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으로 해당 지방

국세청 내지 세무서의 소재지를 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임명하

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범 를 법

률로써 규정한 에 의의가 있다.

2. 현행 검사장 지명절차에 대한 검토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은 국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조세공무원은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마도 행정 청이 수사

성격을 띈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장 지명 차를 통하여 수사기

과 유사한 권 를 심어주고 검찰의 통제를 받게 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 을 것으로 보인다. 법형식 으로도 내부 임명 차에 의한 일본 국

세사찰 의 경우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으로 검찰 통제의 측면에서는, ① 세무당국이 추천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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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무원에 하여 거의 외 없이 지명을 하고 있고, ② 지명된 자에 

하여 검찰이 지휘, 통제를 할 수단이 없고, ③ 각 청 조세 담검사도 할 

세무서의 지명된 세무공무원에 해 제 로 알지 못할 만큼 상호 교류가 

없으므로  지명 차가 거의 효용성이 없다. 

 한 수사기 으로서의 권 , 자의식 측면에서도, 실무상 지명을 받지 아

니한 세무공무원이 수사에 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지명 차가 이 측면에서도 거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례로서 아래 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직무유기죄 결 사안

을 들 수 있다.

  결 사안은 군산세무서 직세과 법인세계 소속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지명을 받지 아니한 일반세무공무원임)이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신○○ 경  회사의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의를 인

지하고 세 추징을 목 으로 유한회사에 한 일반 경정조사를 벌인 결과 

 신○○이 실물거래 없이 김○○로부터 허 세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

을 확인하여 김○○에 하여는 할부서인 부가가치세과에 련 자료를 

보내 그 담당자로 하여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게 하 으나 신○○

에 하여는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유기죄로 기

소된 사안이었다56). 

  사안에서 부가 인 논 으로서, 검사장 등의 지명을 받지 아니한 세

무공무원이 범칙 의자에 한 고발의무를 지는지에 하여 논의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정하 다. 

 그러나  사안 피고인은 범칙수사 부분을 행하 고 검사장 지명을 받

은 고발자는 형식 인 고발조치만 취한 것이다. 이 게 일반세무조사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에 여하여도 직무상 고발의무 등의 제

재를 받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조세범칙조사의 귀결은 그 재량에 맡겨지게 

56)  당시 법원은 위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김○○를 자료

상으로 고발하는 등 성실한 조치를 취한 만큼 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 이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일 뿐 의식적인 방임이 아니므로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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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제 이 있고,  례 사안이 바로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런 문제 을 방지하기 하여 최근 국세청은 내부 지침으로 일반 세무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범칙 의를 포착한 경우 조세

범칙조사 담당부서에 이를 넘기도록 하고 있어 지명을 받지 아니한 세무

공무원 개인이 사건처리 결과 자체를 좌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여 히 

지명을 받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이 조사, 피의자 소환, 자료수집 등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러할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하는 조세범칙조사이므로 그 

조사 자체가 법할 소지가 크다.    

제2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지 에 한 문제 

1. 개요

 술한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에게는 수사기 과 유사한 임의조사, 강제

조사 권한이 있으나 특별사법경찰 리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검

사장 지명을 받도록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면 그 내용을 내부 결재선을 통하여 국세청장 등에게 보고하는 것

까지가 그 직무범 에 해당하고 직 으로 검찰 등 수사기 과 하지 

아니한다57). 통고처분이나 수사기 에의 고발은 보고를 받은 오로지 국세

청장 등의 직무범 에 속하며 일본의 경우처럼 무자력의 경우 등에서 세

무공무원이 직  고발하는 경우는 없다58).  

 이 게 조세범칙조사를 행하는 세무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종래 명문에

는 규정이 없어도 련 규정을 종합 으로 해석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행하

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 리로 보고 우리 형사사법 차체계에 끌어

57) 조세범처벌법 제12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5조, 제17조는 통고처

분과 고발의 주체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58)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고발 주체가 수세관리와 과세관청으로 나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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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려는 소수설과 이를 부정하는 다수설이 립하여 왔다. 

2. 소수설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 긍정설59)

 

 정설은 그 논거로서 문리해석의 , 논리해석의 , 목 론  해석

의 , 역사  해석의  등 총 4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① 문리해석의 

 형사소송법 제197조60)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에 한 사항이란 내국세

와 세를 모두 포함하는 사항이고,  조항의 ‘법률’은 조세범처벌법, 조

세범처벌 차법, 세법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세무에 하여 조세

범처벌 차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 이다. 

 ‘사법경찰 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 한법률’이 특별사법경찰 리로

서 세 공무원만을 명시하고 세무공무원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법

률은 주의  확인 규정이지 특별히 사법경찰 리로서의 법  지 를 형성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특별사법경

찰 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② 논리해석의 

 사법경찰 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 한법률 제5조  검찰청법 제48

조는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

정하는 일정한 범 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범처벌 차법

시행령도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나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모두 동일한 지

명 차에 의하기 때문에 양자의 지 는 동일하다.

 ③ 목 론  해석의  

 조세범처벌 차법은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수사하기 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 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

59) 신동운,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서울대 법학 제39권 제2호 1999. 제127쪽 이하의 견해

60)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

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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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61), 형사소송법  압수, 수색과 수색 장에 한 규정은 본법에 

규정된 압수, 수색과 수색 장에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2). 

 그런데 헌법은 강제수사에는 검사가 청구하여 법 이 발부한 장이 필

요하다고 규정하므로(헌법 제12조 제3항),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 리로

서의 지 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세무공무원이 검사에게 장발부를 신청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어 결국 법 이 발부한 장을 발부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 리의 지 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이외에 조세범칙행 를 범한 범칙자가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세무공무원은 즉시고발을 할 수 있는데63),  즉시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의 긴 체포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실효

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에서도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의 지 를 

인정해야 한다.

 ④ 역사  해석의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 리로서의 지 를 부인하는 통설은 일본법을 

매개로 하여 우리나라에 암묵 으로 향을 미치고 있는 구독일법에 근거

를 둔 것이다. 이 의 독일법상 세무공무원은 강제조사권을 포함한 독자

인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벌 형을 구하는 범 에서는 공소제기권

까지 있었다.

 그런데  구독일법식 발상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 인 1951년 조

세범처벌 차법이 서둘러 제정되었다는 역사  사실  1963년 공포된 제

3공화국 헌법에서 장의 청구권자로서 검사를 헌법에 명시하기 이 에 

조세범처벌 차법이 제정되었다는 연  사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성립

할 수 없다.

3. 다수설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 부정설64) 

61) 구조세범처벌절차법(법률 제6071호) 제3조

62) 구조세범처벌절차법(법률 제6071호) 제4조

63) 구조세범처벌절차법(법률 제6071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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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삼림, 해사, 매, 세무, 군수사기  기타 특별한 

사항에 하여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 는 법률

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사법경찰 리의직무를행할

자와그직무의범 에 한법률’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은 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 리로 하 으나 조세범

처벌 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

차법상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 리가 아니다. 

4. 검토 

가. 긍정설에 대한 검토

① 문리해석에 따른 논거 검토

 정설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열거되어 있는 삼림, 해사, 매, 세무, 

군수사기 에 한 사항에 하여는  규정 자체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

의 직무범 가 형성되는 것이고, 사법경찰 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

의범 에 한법률은 그 확인규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7조가 ‘기타 특별한 사항’이라는 포 인 문구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삼림, 해사, 매, 세무, 군수사기 은 특별사법경

찰 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를 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타당하

다. 따라서 직 으로 특별사법경찰 의 범 를 형성하는 것은  법률

의 임을 받은 사법경찰 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의범 에 한법률 등

의 특별사법경찰 의 지명 차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라고 해석하는 것

이 법체계상 논리 이다65). 

64) 안대희, 『조세형사법』, 법문사, 2005., 제833쪽, 임채진, 『조세범처벌절차상의 고발실태와 

그 문제점』,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Ⅳ), 1998. 제49쪽, 이천현, 『조세범죄 처벌절차상의 문제

점』, 한양법학 제12집, 2001. 제174쪽 등 통설의 견해 

65) 그러한 취지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의범위에관한법률 제5조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에 관한 범칙조사 외에 문화재보호, 공원관리, 어업감독 등에 관한 범칙



- 55 -

 그런데 재 사법경찰 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의범 에 한법률이나 

조세범처벌 차법 어디에도 조세에 하여 특별사법경찰 을 임명하는 규

정은 없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찰총장 등의 지명을 받는 차 등이 유

사하다고 하여 특별사법경찰 과  지명을 받은 조세공무원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당연히 조세에 하여도 특별사법경찰 은 임명될 수 있으나 

행 법령에는 규정된 바 없다고 이 타당하다. 

 ② 논리해석에 따른 논거 검토 

 특별사법경찰 의 임명 차와 세무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지

명 차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명 내지 지명 차가 유사하다고 

하여 엄격해석을 요하는 형사 차에서 양자가 동일하다가 할 수는 없다. 

 사법경찰 의 수사활동은 기본권제한  성격이 크기 때문에 명백히 특별

사법경찰 리로 규정된 범 에서만 사법경찰 의 지 를 인정함이 옳다. 

 ③ 목 론  해석에 따른 논거 검토

 사실 정설이 다소 문리 , 논리 으로 무리하게 조세범칙조사에 종사

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 으로 본 핵심 인 이유는 목 론 인 

이유에 있다고 생각된다. 

 구조세범처벌 차법은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정한

도의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데 정작 강제수사를 한 장신청 차에 

하여는 매우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의 

장신청 규정을 용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강제수사를 할 방법이 없었다. 

 행 조세범처벌 차법은 이러한 을 의식하여 세무공무원이 근무지 

할 검사에게 압수 ․ 수색 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할 지방

법원 사가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범처벌 차법 제9조).

 그러나 행법을 와 같이 개정하 다고 하여 정설이 지 하는 바와 

같은66)  검사의 지휘, 통제의 문제, 세무공무원의 조사의 효용성 하 등 

조사에 대하여도 특별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있다. 

66) 신동운, 전게논문 제1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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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사법경찰 리의 지 를 인정하

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근본 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67)

 이러한 을 볼 때 정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나, 입법론 으로는 

모르되 행법의 해석론으로는 무리라고 생각된다68). 

 ④ 역사  해석에 따른 논거 검토 

 역사  해석에 한 정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술한 바와 같이 우리 조세범처벌 차법은 일본법을 통하여 구독일법을 

계수한 것이다. 그런데 독일연방헌법재 소의 헌결정 등에 의하여 구독

일법상 세무공무원의 수사권한  처분권과 법치국가원리의 상충 문제는 

일소되었다. 

 그러나 와 같은 역사  개는 입법론  논거로는 사용될 수 있으나, 

우리 행법 규정을 볼 때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

법경찰 리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나. 소결

 

 형사소송법 제197조   규정의 임을 받아 규정된 사법경찰 리의직

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 에 한법률 제1조69)의 규정을 종합하면, 형사소

송법 제197조에 포 으로 특별사법경찰 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구체 인 직무수행자  그 직무범 는 사법경찰 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

67) 부정설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의범위에관한법

률 개정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인정하자는 견해로는 이천현, 『조세범죄 처벌절차상의 

문제점』, 한양법학 제12집, 2001. 제174쪽 

68) 이외에 긍정설은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인신구속의 

권한도 있다고 해석하나, 부정설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세무공무원은 

인신구속의 강제수사권한은 없다고 해석한다.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대부분의 논문도 통설인 부정설을 바탕으로 하여 세무공무원에게 대물적 

강제처분권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서술하고 있다. 예컨대 박정우․마정화,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2006. 제225쪽도 범칙조사를 실시하는 세무공

무원의 권한은 수사기관에 준해 압수, 수색의 물적 강제처분권한은 있지만 체포, 구속에 이르는 

인적 강제처분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69)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

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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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직무범 에 한법률에서 정했다고 이 해석상 타당하다고 단된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197조가 특별사법경찰 을 정하는 ‘법률’을 사법경찰

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 에 한법률로 한정하지는 아니하 으므

로 동법 외에도 다른 법률로서 특별히 추가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세범처벌 차법상의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지

명 차는 특별사법경찰  임명 차와 유사하지만 특별사법경찰 에 임명

한다는 문구가 법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지명 차에 한 규정이 형

사소송법 제197조의 임을 받은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설과 같이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

찰 이 아니라고 이 타당하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개시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수사의 개시나 다름이 없

고, 조세범처벌 차법상 규정된 압수 ․ 수색은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므

로, 와 같이 수사의 개시  일부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검사, 사법

경찰  외의 제3의 수사기 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기 ’의 의미에 하여 명시 으로 검사와 사법경

찰 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므로 자신이 직  수사를 함과 동시에 수

사기 인 사법경찰 에 한 지휘 권한을 가지나(형사소송법 제196조, 검

찰청법 제4조) 세무공무원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고, 국민

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 은 법 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함에도 세무

공무원의 지 에 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기본 으로 세무공

무원의 조세범칙조사 활동의 많은 부분이 우리 형사소송 차의 기본 골격

과 괴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을 제3의 수사기 의 하나로 인

정하는 것은 무리이다70). 

70)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제180쪽도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

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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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활 동  개

제1   조세범칙조사의 법  성 격  

1. 개요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 리로 보는 소수설

은 당연히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사법 차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리 부정설에서도,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활

동이 사실상 수사활동과 다름 없으므로 이를 형사소송의 특별 차로 보는 

입장과 행정 차로 보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 

2. 형사소송의 특별절차로 보는 입장 

 이 입장은, 조세범처벌법상의 특칙들은 조세형벌법규의 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형벌권을 간이 ․ 신속하게 실 하는 특별 차이므로 조세

범칙조사에서도 형사 차상의 기본원칙들이 충실히 수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71). 

3. 행정절차로 보는 입장

 이 입장은, 조세범칙조사는 통고처분 는 고발을 종국 인 목 으로 하

는 것이고 통고처분 는 고발은 과세목 을 달성하기 한 것이므로 그 

71) 신동운, 전게논문 제130쪽, 이천현, 『조세범죄 처벌절차상의 문제점』, 한양법학 제12집, 

2001. 제173쪽 등 참조. 앞의 논문은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

리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절차가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뒤의 논문과 같이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

찰관리로 보지 않는 통설도 조세범칙조사를 특별형사사법절차의 한 종류로 보아 형사소송의 

이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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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성격은 행정 차라고 주장한다72).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용되지 

않고, 조세범칙조사시 행하는 진술은 헌법이 규정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과 같이 수사 차상의 

묵비권 고지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한다.

4. 검토

   

 생각건 , ① 조세범처벌 차법은 조세범죄를 효율 으로 수사하기 하

여 규정된 것이지 우리나라 형사소송 차와 유리되는 방식의 수사 차를 

특별히 규정하기 한 것이 아니고, ②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

무원을 사법경찰 리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는 압

수 ․ 수색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강제수사의 한 방법임을 감안할 때 조

세범처벌 차는 형사소송의 특별 차라고 이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송의 특별 차’에 용되는 규정, 원리

는 없기 때문에  학설 논의는 실무상 실익이 없다. 어떤 학설이든 형사

소송의 본래 차가 아님은 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 형사사법 차설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 이 아님에도 수사

차에 여한다는 실을 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

에, 이하에서 서술하듯이 실 으로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수사기 의 수사 차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 

제2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수 사의 착수

 

1. 개요

 조세범칙조사는 자료의 문성, 속고발제도의 특성상 수사기 이 개시

72) 강구진, 전게논문 제234-2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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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어렵고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일반 이다. 

 세무 청은 국세청 자체정보, 외부정보  타기  이첩 자료 등을 수집

한 후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일

반세무조사를 하다가 의 을 포착하여 범칙조사로 환하기도 한다. 한

편 조세범처벌 차법령은 세무 청이 조세범칙 의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필수 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요하는 경우에 하여 먼  살피

고, 처음부터 조세범칙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환되는 경우에 하여 각각 살펴본다. 

 

2. 필수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요하는 경우 

 행 조세범처벌 차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국세청장 는 세무서

장은 조세범칙의 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

한 경우, 제2호는 연간 조세포탈 의 액 등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 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73). 

 그런데  법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조세범칙의 의가 있는 자를 처벌

하기 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는 ‘조세범칙의 의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를 모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범칙 의가 있는 자  처

벌가치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이 법문의 해석상 타당

하다. 한 실무상으로도 범칙 의자에 하여 모두 조세범칙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동조는 세무당국에게 처벌가치 

단에 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추상  조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실제 요한 내용은  법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다. 조세범처벌 차법시행령 제6조는  조세범처벌 차법 제7조 제1항 

73) 동조 제2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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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제2호의 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부 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ⅰ) 연간 조세포탈 의 액 는 연간 조세포탈 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의 액 는 연간 조세포탈 의비율 

이상인 경우, ⅱ) 조세포탈 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동시

행령 제6조 제1항)74).  

  

 구조세범처벌 차법  동시행령에서는 조세범칙조사 상의 선정 차에 

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국세청훈령인 구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1

항에 조세범칙 조사 상은 탈세정보 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하여 

탈루세액의 규모, 탈루수법, 범칙 의의 정황을 감안하여 세법질서의 확립

을 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추상  

칙규정이 있었을 뿐이다.

 이에 하여 조세범칙조사 상의 선정기 이 자의 이라는 비 이 많았

다75).  비 을 수용하여 행법은 와 같이 연간 조세포탈 의 액 

등이 일정 액 이상인 경우에는 필요 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된 것이다76). 

74) 조세포탈 혐의금액이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항 행위로써 조

세를 포탈하러가 조세의 환금 ․ 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을 말하고(동시행령 제6조 제4

항),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동시행령 제6조 제6항). 

75) 예컨대 서희열․김형상, 『현행 조세범칙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3. 제72-73쪽 견해 참조. 종전 일반세무조사 중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

세포탈 행위가 발견된 경우 세무당국의 재량에 따라 탈루세액만 추징하고 종결할 것인지 조세

범칙조사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되어 권력기관의 미움을 받거나 운이 나쁜 사람들만 당한다는 

인식을 국민들 사이에 심어주는 동기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76) 2011. 12. 30.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제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제2

항 대안의 제안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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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조세포탈 이외의 조세범, 컨  허 세 계산서 수수 사범의 경

우 조세범칙조사의 개시는 여 히 세무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

서 향후 조세범 체 역으로 조세범칙조사 선정 상 기 을 넓  나가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착수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내 · 외부 자료를를 종합한 결과 처벌가치 있는 범칙 의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단할 경우 바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하기도 한다. 

이때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하여 조세범칙조

사를 실시하려면 원칙 으로 조세범칙심사 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조세범처벌 차법 제7조 제2항 본문). 이 게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하는 경우는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환되는 경우에 비하여는 고 

주로 요 탈세범 등에 하여 행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물  자료는 개시 

이 부터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물 자료에 의하여 조세범칙

조사에 곧바로 착수할 만큼의 처벌가치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세무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다는 

의미는 첩보를 받자마자 바로 조세범칙조사에 의하여 의 에 한 인

, 자료를 수집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조사자에 한 답변서 징구 등 진

술자료까지 수집을 한 후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칙조

사로 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범칙사 원회의 심의

를 받고 조세범칙조사에 의한 말서 내지 피 의자 심문조서를 징구한다

는 정도의 의미이다. 

4.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 과정으로 전환되는 경우

가. 일반세무조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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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의미의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는 질문검사

권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 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

세에 한 정확한 과세표 과 세액을 결정 는 경정하기 하여 납세자 

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 로 질문하고, 장부 

․ 서류 ․ 물건 등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 로서 조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나뉜

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 그러나 일반 으로 말하는 세무조사는 

좁은 의미의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한 일반세무조사만을 의미

한다77).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차이 은, ① 조세범칙조사 방법은 조세

범처벌 차법에 규정된 것에 비하여 일반세무조사의 질문조사권, 질문검

사권은 각 조세실체법에 규정되어 있고, ② 조세범칙조사는 검찰총장 등

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만 할 수 있으나 일반세무조사는 모든 세무공

무원이 할 수 있고, ③ 조세범칙조사시 강제조사도 가능하나 일반세무조

사는 임의 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④ 일반세무조사의 목 은 납세자

의 신고내용의 정성 평가와 과세처분을 한 것에 한하고, ⑤ 일반세무

조사는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 등 형사피의자에 한 권리보장 규

정이 용되지 아니하고, ⑥ 일반세무조사는 임의 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신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허 의 진술을 하거나 세무조사를 정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⑦ 조

세범처벌 차법상 통고처분은 행정심 의 상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나 일반세무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 을 받을 수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78). 

  

77) 안대희, 전게서 제798쪽 참조 

78) 상세한 내용은 안대희, 전게서 제799쪽 및 서희열․김형상 전게논문 제65-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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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 과정으로의 전환 

( 1)  행 법령 상  환  기   차

 세무공무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벌가치 있는 조세범칙 의를 발

견한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러한 환에 한 기   차는 재 국세청 규인 조사사무처리규

정에 있다. 

 1991. 8. 8. 제정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

사로의 환요건을 처음으로 마련하 고, 이후 기 은 다소 변화를 보이

기는 하 으나 제정당시와 큰 틀은 바 지 아니하 다. 

 행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2항은  환기 으로서, 세무공무원

이 세무조사를 하던  ⅰ) 조세범칙 의 물건을 발견하 으나 납세자가 

장부 ․ 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ⅱ) 사업장 

등에 이 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의가 뚜렷하여 압수 ․ 수색 

는 일시보 이 필요한 경우, ⅲ)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 으로 장부 ․ 

서류 등을 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 ․ 방해 는 거짓진술

을 함으로써 정상 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경우, ⅳ) 조세범처

벌법 제10조에 따른 세 계산서 발 의무 반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ⅴ) 그밖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반행

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하여 조

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79). 

 이  ⅰ), ⅱ)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

고,  그 밖의 경우에는 조사 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4항). 이 게 조세범칙조사로 환된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즉

79) 구조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는 위와 같이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화할 수 있는 경

우 중에 ⅳ)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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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사 범 확 (유형 환) 통지를 해당 납세자에게 해야 한다(사무처리

규정 제76조 제항).

( 2)  환  과정 상 의 문제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의 환에 하여 항상 제기되어온 문

제 은 기 이 지나치게 포 이고 재량의 여지가 넓다는 것이다. 특히 

종래의 ‘특별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조사 상이 사실상 동일한데 조

세범칙조사로 환되는 기 이 모호하다는 비 이 많았다. 

 종래 국세청이 행하는 조세 부과를 행하는 세무조사의 유형으로서 ‘특별

세무조사’가 있었다. 이는 세 탈루의  의가 포착될 경우 국세청이 

불시에 행하는 세무조사의 한 형태로서 그 법  성격은 일반세무조사와 

동일하고 단지 기획조사, 부정기조사 여부 등만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특별세무조사의 상인  탈세 의는 조세범칙조사의 상과 

동일하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수사

로 환하여 고발 내지 통고처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세처분으로 종

료하게 된다는 비 이 많았다. 

 그리하여 2003년 특별세무조사는 공식 으로 폐지되었고 다만 요 탈세

유형에 하여는 수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 다. 행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80)은 세무조사의 상자 선정에 하여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을 구

80)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

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

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5.2][[시행일 2011.8.3]]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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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여 비정기선정조사 즉 수시조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수시조사는 부정기 , 기획 이라는 에서 종래의 특별세

무조사와 다를 바가 없다81). 그런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시조사선정

건수 비 8.5%만이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등 수시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

로 환되는 경우가 미미하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조세범처벌의 실효성 

 불공평성 문제는 여 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82).

 더구나 앞서 제시한 환기 은 아직도 단재량의 폭이 넓은데다  기

에 해당한다 하여도 범칙조사로의 환은 임의 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한 기  자체가 법률이 아닌 국세청훈령에 규정되어 있고, 환의 

통제는 외부 기 이 아닌 내부 조세범칙심사 원회, 조사 서의 장이 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도  재의 규정체계는 불공정의 소지

를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환기 을 사무조사처리규정에서 조세범처벌 차법

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그 기 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83). 

그리고 환과정에서 외부기 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조세범칙조

사로 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통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

각된다. 다만, 개개 범칙사건에 있어 모두 외부기 의 심사를 받게 되면 

업무 폭증 등으로 실상 불가능하므로, 독일 등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

고, 통지시스템 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3)  환  후  발 생 하 는  문제

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81) 국세청은 2003년 이후 특별조사를 폐지하고도 일부 중요 탈루 유형에 대하여는 ‘심층세무조사’

라고 하였고 현재는 정기선정조사에 대비하여 ‘수시선정조사’, ‘수시조사’라고 하고 있다. 하였

다. 사실 이는 모두 중요탈루유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동일하다. 신문 등에서

도 ‘특별세무조사’, ‘특별조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

82) 위 통계는 이동희․김영화, 『조세범칙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0

권 제2호 2009. 제269-270쪽에서 인용

83) 같은 의견으로 이동희․김영화, 전게논문 제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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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 과정으로 환할 경우 이미 부분

의 실질 인 진술자료  물 자료는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경우

가 부분이다. 특히 조세범칙심사 원회의 심의나 해당 서의 장의 승인

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심의, 승인을 통과하기 하여는 

형사소송상의 입증 정도에 따지면 거의 증명 단계에 이를 정도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후 조세범칙조사 과정은 형식 으로 되고, 고

발장을 작성하기 하여 피 의자를 소환하여 말서나 피 의자심문조서

를 작성하는 수 에서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반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가 아니므로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원칙 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될 여지가 없

고, 한 아  수사기 에 인계할 수 있는 차도 없다. 따라서 세무공무

원이 고발시 고발장에는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물 자료나 문답

서는 첨부하지 않고 피 의자 심문조서만 첨부하게 되는바, 결국 증거능

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조세범칙조사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 

 한 피 의자는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서에 의한 심문, 조세범칙

조사 과정에서 말서 내지 피 의자 심문조서에 의한 심문, 고발 이후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 등 최소 3, 4번에 걸쳐 동일한 내

용에 하여 반복 으로 심문을 당하는 고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제3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수 사

1. 개요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한

다. 조세범처벌 차법은 형사소송법상 임의 ․ 강제수사와 유사한 임의 

․ 강제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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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세무공무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검사, 검찰수사   

사법경찰 리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차상의 권

한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일단 조세범처벌 차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 의자 심문  조

서 작성 등의 임의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문법

칙의 외 규정이 용되지 아니하는 등 그 수사결과물에 한 증거능력

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조세범처벌 차법이 구분하고 있는 로 세무공무언의 임의

조사  강제조사 방법에 하여 알아보고, 각각의 조사방법에 한 문제

을 검토하고자한다.  

2.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중 임의조사

가. 범칙혐의자 심문

( 1)  조세범처 벌 차 법령 상  범칙 의자  심 문 차  

( 가 )  조세범처 벌 차 법  조사사무처 리 규 정 상 의 심 문 차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

 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조세범처벌 차법 제8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9조). 

 세무공무원은 심문시에는 조서에 그 경 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조세범처벌 차

법 제11조 제1문).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1조 제2문).

 조세범처벌 차법은 범칙 의자 심문의 차, 심문시 범칙 의자의 권리

에 하여는  규정 외에 더이상의 구체 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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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차 부분에 해 조  더 상세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  의자에게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 

 범칙 의자 심문시 세무공무원은 별지서식에 따른 범칙 의자 심문조서

( 問調書)를 작성하되(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조 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조서 이외에 별지 서식에 의한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동규

정 제87조 제3항).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조사받는 자가 직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간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는 과세

증거자료, 조세범칙행  입증자료를 덧붙이되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아

니하고 조사받은 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확인한 경우에는 문답형 진술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87조 제4항 제1호에서 제3호). 

( 나 )  범칙 의자  심 문의 성 격  

 조세범처벌 차법이 규정한 피 의자 심문은 형사소송법상 제200조에 규

정한 피의자신문(被疑 訊問)에 응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신

문(訊問)’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여 피 의자‘심문( 問)’84)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양 용어는 사실 같은 의미이다. 우리법상 서로 유사

한 용어로는 신문(訊問), 심문(審問), 심문( 問)이 있는데, 신문(訊問)과  

심문( 問)은 동일한 의미이며, 심문(審問)은  두 단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법률상 신문(訊問)은 통상 어떤 사건에 하여 법원, 수사기 이 당사자

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할 때 쓴다. 이에 반해 심문(審問)은 법원 

등이 이해 계자에게 서면이나 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일로 즉 

84) 이상돈, 『조세형법론』, 세창출판사, 2009. 제109쪽은 본조의 심문을 ‘審問’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정이래 본조의 심문은 ‘尋問’이라고 규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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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85). 따라서 수사기 이 피의자를 추궁하여 

조사하는 것은 피의자신문(被疑 訊問)이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 ․ 구속 부심사(逮捕 ․ 拘束適否審査)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심문(審問)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한 48시간 이내에 심문기일(審問期日)을 지정하여 피의자를 심문

(審問)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86). 

 심문( 問)은 일본용어로서 일본에서는 신문(訊問)과 동일하게 발음되며, 

법조문상으로는 근로기 법 제105조87)와 조세범처벌 차법상 외에는 거

의 쓰이는 가 없다. 근로기 법상 심문( 問)은 수사기 인 검사와 근로

감독 (특별사법경찰 리)가 행하므로,  법상 심문이 형사소송법상의 신

문(訊問)과 동일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 차법상이 피 의자 심문은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신

문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시 차의 투

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형사상 권리를 보호하기 하여 상세

한 차  권리보장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88), 조세범처벌 차법  국

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조사개시를 고지하고 조사종료 후 서

명, 날인하는 차 외에는 아무런 차  권리보장규정이 없다. 그 다면 

형사소송법상  규정들이 조세범칙조사에서의 피 의자 심문에도 용되

는지 문제된다. 

85) 2008. 12. 24.자 서울신문 ‘[우리말여행]신문과 심문’

86) '심문(審問)‘은 진술기회를 준다는 의미이므로 주로 민사소송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

법 제134조 제1항은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

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

검, 서류의 제출, 심문(尋問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

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766호) 제3절 임의수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436호) 제2장 제3절 출석요구와 

조사,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제752호) 제2장 제4절 출석요구와 조사에서는 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준칙 및 조서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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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칙 의자  심 문시  피 의자 신 문 차   권 리 보 장  규 정  용  여 부

( 가 )  형 사소송 법상  피 의자 신 문 차   권 리 보 장  규 정  

1)  피 의자 신 문 차  규 정  

 개략 으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차는 다음과 같다. 

 수사기 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형사소송법 제200조)89) 피의자

가 출석하면 수사기 은 피의자에 하여 인정신문(형사소송법 제241조)

을 하고 신문을 시작한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시에는 검찰청수사  는 서기 이나 서기를, 사

법경찰 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 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

다(형사소송법 제243조). 수사기 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다른 참고인과 

질조사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 피의자에게 정상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2

조). 

 피의자신문 내용은 조서로서 정리되어야 하고, 수사기 은 신문종료 후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시킨 후 조서 내용에 하여 이의제기를 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 2항). 피의자가 조서에 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는 서명날인하게 한다(형사

소송법 제244조 제3항). 수사기 은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 시작  종

료 시간,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에 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

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시 피의자에게 사 에 고지한 후 상녹화를 할 수도 있다(형

89)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 소환에 불응할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할 근거자료가 되므로, 이때 수사기

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72 -

사소송법 제244조의 2).

2)  피 의자 신 문시  보 장 되 는  피 의자 의 권 리  규 정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권리보장 규정은 표 으로 진술거부권 

등 헌법상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변호인 등

의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243조의 5)이 있다. 

 자에 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는 사법경찰

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90)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

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

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 이 피의자를 신문함

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

자의 진술은 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82 결)’

이라고 하여 수사기 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

의자를 신문한 후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때 

작성된 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시하

다.

 후자에 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은 ‘ 구든지 체포 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게 헌법은 체포, 구속된 자에게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우리 법원91)과 헌법재 소92)는  헌법조문  

90) 구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항은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07. 6. 1. 구형사사송법 제200조 제2항이 삭제되고, 제243조의 2에 진술거부권의 고지 

규정이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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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차 원칙의 유기  해석에 의하여 임의수사인 피의자신문에서도 피의

자의 변호인참여권이 인정된다고 시하 고, 이에 따라 2007. 6. 1. 형사

소송법에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 다.

(나) 세무공무원의 범칙 의자 심문에 있어 형사소송법상 차 수의 문제

1)  개 요  

91) 대법원 200. 11. 11. 결정 2003모402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

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

과의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

의자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

하는 것은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

이나,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소송법 제209

조, 제89조 등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

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

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아니하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객관적으

로 명백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92) 헌법재판소 2004. 9. 23. 자 2000헌마138 결정【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등침해위헌확인】‘우

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

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

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

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불구

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

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

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

인을 대동하여 신문과정에서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신문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퇴거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

자신문장소를 이탈하여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신문시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적극

적으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의 참여나 입회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한다면,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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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칙 의자 심문시 참고할 수 있는 조문은 

① 의자에 한 소환부터 일반 세무공무원이 아닌 범칙행 를 조사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고, ② 심문시 참여자를 두어야 하고, ③ 필요한 경

우 의자의 동의를 얻어 상녹음녹화를 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2)  범칙 의자  소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소환도 수사의 일종이므로 수사기 이 행한다. 피

의자가 이유없이 수회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 은 체포 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할 수 있다. 반면 수사기 이 아닌 일반인이 피의자를 소환한다면 

그 자체로 법한 수사이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세범처벌 차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조사공무원이 의자를 소환하도록 하여(조사사무처리규정 제85

조)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조사공무원의 소

환에 불응하더라도 의자를 체포할 수 없어 소환자와 조사자를 일치시킬 

실익은 다. 

 그 다 하여도 조사권한이 있는 자가 소환하는 것이 범칙 의자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과 같이 강제규정으로 해석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다.  

 

3)  심 문시  참 여 자 의 문제

 형사소송법상 검사, 사법경찰 의 조사시 반드시 참여수사 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인권보장  측면에서는 단독조사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한 

것이고, 실무 으로는 이에 의하여 검사, 사법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가 문법칙의 외를 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75 -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조세범처벌 차법, 조사사무처리규정상 별다른 규

정이 없다. 다만, 최근 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범칙 의자 심문조

서’ 양식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유사하여 참여자도 서명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에도 행 으로 참여 공무원이 말서 말미에 서명을 하곤 했다. 그

러나 범칙 의자 심문조서는 후술한바와 같이 문법칙의 외를 용받

을 여지가 없어 실무상 일부러 참여자를 둘 실익이 없다. 그러한  때문

에 어떤 말서에는 참여자의 서명이 없거나 어떤 말서에는 3~4명이 연

명으로 서명하는 등 구난방이었다. 

 조세범칙조사이든 행정조사이든 단독조사는 인권보장 측면에서 지양되어

야 하므로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를 할 경우 참여자를 두는 것이 좋을 것

이다. 그러나 참여자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가 

법한 조사가 될 여지는 없다. 통상 세무공무원의 조사는 수인이 근무하

는 사무실에서 행해져 조사에 참여자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형사소송

법상 참여자는 사법경찰 리, 검찰 수사 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세

무공무원에게 이를 용할 여지가 없고, 다른 법령에서도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시 참여자의 자격을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4 )  상 녹 음 녹 화 의 문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부인하면 증

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상녹음녹화물 등으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의

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함이 입증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

법 제312조 제2항, 제1항). 이 게 증거능력 있는 진술증거를 얻을 수 있

기에 최근 몇 년간 검찰에서는 상녹음녹화에 의한 조사를 독려하고 있

다. 

 반면,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시 상녹음녹화에 한 규정은 행법령상 

없다. 문법칙에 의하여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는 것에 반하여 상녹

음녹화 시설 구비에는 막 한 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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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실상 시설 미비 등의 문제로 상녹음녹화 조항은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시 용될 여지가 없다.

   

( 다 )  세무공무원의 범칙 의자  심 문시  진 술 거 부 권  고 지 의 문제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

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는 기피한 자에게는 할 세무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 다.93) 그 다면 조세범칙 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에도  조문에 따라 거짓진술이나 진술을 기피한 경우 과태료처

분을 받는지 문제된다. 즉, 조세범칙 의자에 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인정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술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단순히 형사소송법상 조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상의 자기부죄권리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자

신의 형사처벌에 한 조사를 받는 조세범칙조사의 피 의자에게도  권

리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문은 일반세무조사의 경우에

만 용되고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통

설)94). 

 조세범칙 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문제와 별개로 조세범칙조사

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범칙 의자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

는지 문제된다.

 이에 하여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 리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를 신문할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도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일

본 최고재 소도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범칙 의자에 한 질문조

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시한 바 있다95).

93) 종래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 1. 1. 개정시 과태

료로 전환되었다. 

94) 신동희,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검토』, 세무사 94호, 2001. 제7-73쬭

95) 이상의 학설 논의와 일본 판례는 신동희 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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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조세범칙 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이상 세무공무원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지되어 인식되지 않은 권리는 없

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96). 실무상 사용되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 ‘범칙 의자 심문조서’ 서식에도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시하고 있

다97).

(라) 세무공무원의 범칙 의자 심문시 범칙 의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문제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와 같은 변

호인참여권을 범칙 의자에게 보장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생각건 , 수사 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인 

을 고려하면 조세범칙조사에서도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하여 조세범처벌 차법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특별하게 규정

된 사항이 없다. 다만,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 ‘범칙 의자 심문조

서’ 서식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 따라 세무 리인이 참여 등 조력

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 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 5가 ‘세

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제목하에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

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

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에 착안한 것이다98). 

96) 동일한 결론으로는 이상돈, 전게서 제109쪽 

97) 위 서식 제일 앞장 하단에 ‘조사자는 범칙혐의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자의 심문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

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그 다음장에 진술거부권 고지 등이 있었

는지 문답하는 서면이 붙어 있다.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양식 제일 앞장 하단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

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진술거부권 고지 등이 있었는지 문답하는 서면이 붙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 

98) 형사소송법 제30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변호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 심문조서 

양식이 국세기본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외 공인회계사 등도 조사참여자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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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재 범칙 의자에 한 변호인 등의 참여권은 국세기본법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규정은 주로 일반세무조사

를 규율하기 하여 제정된 것인 , 조세범칙조사의 통칙인 조세범처벌

차법이 아니라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첨부 양식에 우회 으로 규정하

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인  등에 비추어 이를 조세범처벌 차법상에 명

문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나. 참고인 심문

( 1)  조세범처 벌 차 법상 의 규 정  

 조세범처벌 차법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세범칙 의자에 한 심문

과 참고인에 한 심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을 심문할 수 있다(조세범처벌 차법 제8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9조).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참고인에게 신분증, 조사원

증, 세무공무원 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려주어야 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 세무공무원은 별지서식에 따른 

참고인 심문조서(審問調書)를 작성하되(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조 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조서 이외에 별지 서식에 의한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조 제3항).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조사받는 자가 직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간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는 과세증거자료, 조세범칙행  입증자료를 덧붙이되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조사받은 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확인한 

경우에는 문답형 진술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

조 제4항 제1호에서 제3호). 심문이 끝난 후에는 세무공무원은 조서에 그 

경 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

인을 하여야 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1조 제1문). 이 경우 서명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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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 차법 제11조 제2문).

( 2)  형 사소송 법상 의 참 고 인 조사 규 정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심문과 응하는 수사 방법은 참고인조사(參 人調

査)이다.

 수사기 은 참고인에 하여 출석요구를 하고(형사소송법 제221조)99), 

출석한 참고인에 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참고인에 하여도 상녹화를 

실시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와 달리 그 동의를 요한다(제221조 제1항 

2문). 참고인조사의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시와 동일하게 수사과정을 기록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 제3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 제2항은 검사가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

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에 

의하여야 하고 진술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등 서면진술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 2 

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 리에 한 수사지휘  사법경찰 리의 수사 칙에 

한 규정 제24조는 ‘참고인진술’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은 ‘사법경찰 리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법 제317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

록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 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항은 ‘참고인의 진술은 별지 제12호 서식 는 별

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에 어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 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조서 끝 부분에 참고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항은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

을 원할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은 ‘제3항

99) 피의자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피의자신문과 달리 참고인이 

불출석한다고 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법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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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 사

법경찰 리가 필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조세범처 벌 차 법상 의 참 고 인  심 문과 형 사소송 법상 의 참 고 인 조사의 

비 교

 참고인조사 차에 한 상세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통령령이

나 법무부령에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과정확인  상녹화에 한 차 

외에는 세무공무원의 참고인 심문의 경우와 동소이다. 

 참고인은 헌법상 형사 차의 권리 보장 상이 아니므로 수사기 이 참

고인 조사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나 변호인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

니한다. 

 

다.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감정, 통역, 번역의 에 하여 조세범처벌 차법  조사사무처리규

정에 규정된 내용이 없는 반면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한 규정을 두고 있

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은 ‘검사 는 사법경찰 은 수사에 필요할 때

에는 감정 ․ 통역 는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을 

한 경우 유치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는 사에게 감정

유치를 청구할 수 있고(제221조의 3), 감정의 을 받은 자는 사의 허

가를 얻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21조의 4). 통역의 경우에

는 통역인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피의자신문조서 는 참고인진술조

서에 통역인이 진술자와 공동으로 서명할 것을 요한다. 

 감정, 통역, 번역의 은 임의조사의 방법이고, 이를 세무공무원이 행

하더라도 피 의자의 권리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세무공무

원도  감정 등을 행할 수 있다. 다만 련 조문이 없으므로 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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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유치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이 타당하다.

  

라. 사실조회

 조세범처벌 차법 제6조는 국세청장 등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 에 조를 요청할 수 있고, 조요청을 

받은 국가기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회를 

받은 상 방에게는 보고의 의무가 이 통설이다100).

 조세범처벌 차법 제6조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취지와 동소이

하므로  조항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게도 사실조회 권한이 인정된다고 

이 타당하다. 

3.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중 강제조사

가. 체포 및 구속 

 조세범처벌 차법에는 세무공무원의 범칙 의자에 한 신병구속에 한 

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 리로 인정하는 학

설은 그 논리  귀결로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체포, 구속 장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설에 의하면 압수 ․ 수색과 같

은 법률상 근거 조문도 없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은 범칙 의자에 하여 

체포, 구속을 할 수가 없다.

 생각건 , 조세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 리로 볼 수 없고, 조세범처벌 차

100) 이재상, 전게서 제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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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  의자 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는 수색할 수 있

다’라고만 규정하여 물  강제수사만 인정하고 인신구속에 한 것을 명

백히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에게는 체포, 구속을 할 권한이 없다

고 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는, 세무당국이 조세범칙 의자에 하여 신병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당국과 공조하여 범칙 의자를 행범인체포 

내지 긴 체포한다. 특히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자료상 의자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101).  

나. 압수 및 수색 

( 1)  조세범처 벌 차 법상 의 규 정

 술한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 차법 제8조는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범처

벌 차법 제9조는 세무공무원이 압수 ․ 수색 장을 발부받는 차를 비

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할 검사에게 신청하

101) 2010. 7. 21.자 국세청 보도자료 “자료상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48명 조사 착수 - 집단

상가 내 자료중개인 현행범 체포[‘10. 7. 20.]’, 2009. 1. 21.자 세정신문 기사 ”43억원 자료상 

현행범 일당 긴급체포“, 2009. 2. 17.자 조세일보 기사 ”수사기관 뺨친 국세청 자료상 검거작

전...놀랍네“ 등 참조

    특히 위 세정신문 및 조세일보 기사 관련 사안은 부산지방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50여일 동안 수십억원 상당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계좌내역 정밀분석결

과 자료상 혐의를 포착하였고, 이에 부산연제경찰서 수사팀 및 부산지검과 공조하여 부산지방

법원으로부터 계좌 명의인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허가를 받아 4일간 위치추적 및 잠복근무 

끝에 혐의자를 현행범인체포한 사안으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 수사당국과 효과적으로 공

조하여 자료상혐의자를 범칙처리한 사안이다. 

    위 기사에는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지방법원에 위치추적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상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위 허가장을 발부받

을 수 있으므로, 부산지방국세청은 직접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공

조에 의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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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사가 발부한 압수 ․ 수색 장이 있어

야 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9조 제1항 본문). 다만, ⅰ) 조세범칙행 가 

진행 인 경우, ⅱ) 조세범칙행  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 수색 장을 발부받을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조세범칙행  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장 없이 압수 는 수색

한 후 48시간 이내에 할 지방법원 사에게 압수 ․ 수색 장을 청구해

야 하고,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압수 ․ 수색시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바

(조세범처벌 차법 제8조 제2문), 통령령인 조세범처벌 차법시행령 제7

조는 압수 ․ 수색의 참여인으로서 ⅰ) 조세범칙행  의자, ⅱ) 조세범

칙행 와 련된 물건의 소유자 는 소지자, ⅲ) 변호사, 세무사 는 세

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범칙행  

의자의 리인, ⅳ) 제1,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ⅰ)에서 ⅲ)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ⅴ) 할 시 ․ 군 ․ 구의 공무원 는 경찰공무원(ⅰ)에서 ⅳ)까

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만 해당)를 규정하고 있다. 단, 술한 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수

색시에는 ⅱ)에서 ⅳ)까지의 자  하나를 참여시켜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압수 는 수색을 할 때에는 조서에 그 경 를 기록하여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고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1조). 

 세무공무원은 압수한 물건의 운반 는 보 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는 공서로 하여  보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보 증을 받고 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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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 차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압수 는 수색에 하여는 형사

소송법  해당 규정을 용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용되는 규정에는 공무상 내지 업무상 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수의 제한 규정(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검사 는 사법경찰 의 

압수 ․ 수색시 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10, 제111조, 제112조), 야간집행

의 제한(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수

색증명서 는 압수목록의 교부(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용되는 

제128조, 제129조) 등이 상된다.

 이외에 세무공무원이 압수 · 수색시 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형사소

송법 규정에 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 2)  형 사소송 법 제218 조의 2 압 수 물 의 환 부   가 환 부  규 정  용  문제 

 조세범처벌 차법 제10조는 조세범처벌 차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압수 

는 수색에 하여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다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조문이 조세범

칙조사에도 용되는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직권 내지 소유자, 소지자, 보 자 는 제출인 등 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102)에 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제1

항). 당사자의 환부 는 가환부청구에 하여 검사가 거부결정시 당사자

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는 가환부결정

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환부 는 가환부결정에 검사는 구속된다(형사

소송법 제218조의 2 제2항, 제3항).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4조, 

102)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한하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재상, 전게

서 제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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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사법경찰 은 환부 는 가환부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제4항). 

 그런데 조세범처벌 차법은 지방국세청장 등이 고발시에는 압수물을 압

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나(조세범처벌 차법 제18조), 무 의

처분시에는 독자 으로 압수의 해제를 명하도록(조세범처벌 차법 제19

조)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4조 제1항은 압수물 등

이 조세범칙조사에 련이 없고 계속 보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임시반환확인서를 징구하고 제출인 등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주체는 생략되어 있으나 조문체계상 세무공무원이라고 악된다. 

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4조 제2항은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청구가 있

는 경우 가능한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범칙 의자 등으로부터 ‘원본 조필’의 확인을 받아 사본을 보 하

고 원본은 임시반환확인서를 징구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

세범처벌 차법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압수물의 환부 차에 있어서 검사

의 지휘  환부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독자 으로 압수물

의 해제 내지 환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면 여기에 생 인 문제로, 세무공무원의 압수물의 처분에 하

여 당사자가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항고에 의할 수 있는

지 문제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 차법 제10조에 의하여 용되는 것은 

수사 차에 한하고 불복 차는 용되지 않는다고 이 타당하다. 세무공

무원은 수사기 이 아니므로 그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 에 한 처

분의 불복 차가 아니라 일반 행정 차상의 불복 차에 따르는 것이 옳

다103).   

 따라서 조세범처벌 차법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가환부 규정이 용될 여지가 없다. 

 사실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이 압수, 수색으로 증거자료를 채

103) 같은 견해로는 신동희, 전게논문 제74쪽. 일본 최고재판소는 행정소송 방법에 의하여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일본 최고재판소 소환 44년 12월 3일 대법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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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제 세무공무원이 독자 으로 압수물

의 해제 등을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단된다. 그러나 법이론 으로

는 형사소송법상 압수물환부, 가환부 체계와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 환부  가환부청구시 되도록 사본으로 교부할 법  근거도 없다. 

따라서 환부  가환부 차에 하여 우리 형사소송체계와 통일,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 3)  형사소송법 제216 조,  제217 조의 긴 압수 ․ 수색 조문의 용 문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검사, 사법경찰 이 피의자를 체포 내지 구

속하는 경우 피의자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등에서 피의자수사를 

하거나 체포 장에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16조 

제3항은 범행  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 을 요하는 때, 제

217조 제1항은 긴 체포한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 한 물건에 하여 각

각 긴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피의자의 인신을 체포, 구속할 권한이 없으므로 형사소송

법 제216조 제1항, 제217조 1항은 용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용이 문제된다. 그런데 조세범처

벌 차법에서는  규정보다 범 하게  ⅰ) 조세범칙행 가 진행 인 

경우, ⅱ) 조세범칙행  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 ․ 수색 장을 발부받을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하여 긴 압

수 ․ 수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용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사실 우리 형사소송법상 긴 압수 ․ 수색 규정은 기본 으로 인 강

제처분에 수반되어 있음에도 조세범처벌 차법에서는 물 강제처분의 

긴 성 자체를 이유로 긴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다104). 그런데 조세범처벌 차법 등 특정 역에서만 그 게 넓은 범 의 

104)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같이 특별법상 형사소송법보다 더 광범위한 긴급압수 ․ 수색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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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압수 ·  수색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 부분에 하여도 형사소송체

계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4 )  형 사소송 법 제218 조의 임 의제출 물 의 압 수  규 정  용  문제

( 가 )  형 사소송 법상  임 의제출 물 의 압 수  규 정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는 사법경찰 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는 보 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치(領置)라고도 한다. 

 유취득과정 자체에는 강제력이 행사되지 아니하므로 임의제출물에 

하여는 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 으나 일단 치되면 제출자가 임

의로 취거할 수 없으므로 치도 강제처분의 일종이다105). 따라서 강제처

분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자만 치를 할 수 있다. 

( 나 )  조세범처 벌 차 법상  임 의제출 물 의 압 수  규 정  여 부   

 행 조세범처벌 차법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구조세범처벌 차법(2011. 4. 4.자로 개정되기 의 것) 제5조는 ‘세무공무

원이 심문, 수색, 압수 는 치를 한 때에는 그 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을 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간 으로나마 세무공무원이 치할 수 있음을 암시하

으나, 행 조세범처벌 차법 제11조는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음을 규정한 법에는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는 김기준,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제15호 2008. 제

41쪽 이하 참조  

105) 이재상, 전게서 제309쪽. 영치가 임의처분이라는 견해로는 안대희, 전게서 제841쪽. 그러나 

영치한 물건에 대하여 제출인이 임의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라고 함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본 판시례로는 청주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7고합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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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색을 하 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 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

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 치’라는 문구를 삭제하 다.

 따라서 행 조세범처벌 차법에는 세무공무원의 임의제출물의 압수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 다 )  조사사무처 리 규 정 상  장 부  등 의 일 시 보  규 정  개   그  문제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유사한 ‘장부 등의 일시보 ’

권한을 세무공무원에게 인정하고 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9조는 ‘조세범칙조사의 방법’이라는 제목하에 ‘조사

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처벌 차법 

제8조에 따라 조세범칙행  의자 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는 

수색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 따라 장부 ․ 서류 등을 일

시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2조 제1항에 ‘압수 ․ 수색 는 일시보

할 때에는 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하여 조세범처벌 차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참여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여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유사한 ‘장부 ․ 서류 등의 일시

보 ’을 규정하고 있고 그 근거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106)을 들

고 있다. 

 실무상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시 당사자가 임의제출하는 자료를 살

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한 근거규정이 없기에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세무공무원의 일시보  권한을 인정한 것으

로 단된다.

106)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장부 ․ 서류보관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

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반환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

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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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세기본법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당사자의 동의로 

세무서에 보 할 수 있는 상물이 장부 ․ 서류에 한정되고, 그 기간이 

세무조사 기간에 국한되어 고발 등으로 조사 종료 후에는 재 에 있어서 

요 증거물이라도 제출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나아가 ①  ‘장부 ․ 서류 등의 일시보 ’이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물

의 압수와 유사함에도 그 근거규정이 일반세무조사 차를 주된 상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규정인 ,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조는 임의보  

지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로 외 인 일시보 을 인정하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이마 도 당사자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 으로 

즉시반환하여야 한다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2항) 규정한 것에 반하

여  조사사사무처리규정은 원칙 으로 일시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에 근본 으로 법리상의 문제 이 있다. 

 

( 라 )  세무공무원의 임 의제출 물  압 수  권 한 인 정  여 부

 와 같이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장부 등의 일시보 에는 실무상, 법리상 

문제 이 있다. 그 다면 조세범처벌 차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해석

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임의제출물의 압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가 검

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정론의 입장에서는 다음 네가지 논거를 생각할 수 있다.107) 

 첫째, 문리 으로 조세범처 벌차법 제8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은...압수 

는 수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압수 ․ 수색 장에 

의한 압수  긴 압수 ․ 수색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 동법에 규정

된 사항 외의 압수 는 수색과 압수 ․ 수색 장에 하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들을 종합 으로 해석하면 조

세범처벌 차법 제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에게는 압수 ․ 수색 권한이 

107) 세무공무원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한 논의를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하에서는 임의로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를 열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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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므로 조세범처벌 차법 제10조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

제출물의 압수 규정도 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기본권침해의 정도 측면에서도 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는 장

에 의한 압수나 긴 압수 ․ 수색보다 그 침해  성격이 훨씬 덜하기 때

문에 형사소송법 제218조 규정을 세무공무원의 조사 활동에 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

 셋째, 사실상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활동의 주된 것은 당사자가 임의제출

한 장부 ․ 서류를 정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료의 습득 차를 국세

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으로 해결하는 경우 범칙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

를 취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동일함에도 압수조

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등의 엄격한 차를 거치지 아니하게 된다.

 넷째, 조사종료 후에는 고발되더라도 압수물이 아니어서 검사에게 인계

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국 요증거물을 확

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 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에서 세무공무원의 임의제출물의 압수 권한은 부

정함이 타당하다. 

 첫째, 형사소송법상 압수는 사 장에 의한 압수, 사후 장에 의한 압수, 

장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로 나뉘는데 조세범처벌 차법은 앞의 두 개

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

벌 차법상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타당하다.

 둘째, 압수는 그 자체로 기본권제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이 

명백히 없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타당하다. 더 기본권제한 인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 덜 기본권제한 인 권한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세무공무원의 장부 등의 일시보 차는 조사종료까지의 한시 이

고 제한 인 것이므로 압수목록 작성 등의 형사 차를 우회한다고 볼 수

는 없다.

 넷째, 임의제출로 증거물을 쉽게 확보할 실무상 필요성이 있으나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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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본권제한  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실무상으로도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장부 등을 일시보 한 

후 조세범칙조사 종료시  장부 등의 원본은 반환하고, 필요한 경우 이

를 사본하여 원본 조필의 확인을 당사사자로부터 받아 고발장과 함께 수

사기 에 고발하고 있다. 

다. 검증

 검증은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 형상을 오 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

는 강제처분을 말한다108). 검증은 일종의 강제처분이므로 수사기 의 검

증에는 법원의 장을 요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장부  재고조사가 검증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행 조세범처벌법에는 검증에 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행법에 따르

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109). 

 입법론 으로는 ① 세무공무원에게 압수 ․ 수색권한을 인정하면서 이보

다 기본권침해  성격이 덜한 검증을 인정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 

② 조세범칙조사시 장부  재고조사는 핵심 인 조사 내용인 , ③ 장

부 등에 하여 검증은 필요하나 굳이 압수까지는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결국 장부 등을 압수할 수 밖에 없는 , ④ 압수 ․ 수색한 장부 

 서류를 검증한 경우 검증결과에 한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에 비추어 세무공무원에게 압수 ․ 수색 권한과 함께 검증권한도 부여함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라. 위치추적 등 통신제한조치

108) 이재상, 전게서 제312쪽. 

109) 상세 내용은 안대희, 전게서 제841쪽 참조. 일본 국세범취채법의 경우 영장에 의한 검증을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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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 통 신 사업 법상  통 신 수 단  사용 명 의자  인 사항  채 득

 가짜세 계산서 매상(이른바 ‘자료상’)들은 신문, 단지, 인터넷 포털

에 휴 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매 고를 내어 구매자를 

모집함이 통상이다. 그런데 종 에는 기통신사업법상 법원, 검사, 수사

서의 장 등만이  휴 폰번호 등 명의자 인 사항을 취득할 수 있었

고, 국세청이 배제되어 자료상  조세포탈범 의자 색출에 어려움을 겪

었다. 

 그리하여 2007. 1. 3.자로 개정되어 2007. 7. 4.자부터 시행된 구 기통신

사업법 제54조 제3항( 행 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110)에 의하면 국

세청장 등도 가짜세 계산서를 발 한 사람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가입  해지날짜, 화번호, 아이디 등 인 사항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  통 신 비 보 호 법상  통 신 제한조치  가 능  여 부  

 범죄수사를 하여는 상자의 치추  등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행 통신비 보호법 제6조는 범죄수사를 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검

110) 구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조세범처벌법」 제

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

한다)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

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

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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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법원에 청구한 허가장에 의하도록 하고,  허가장 청구를 검사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법경찰 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칙사

건을 조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 이 아니므로  허가장을 검사에

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세청장이 일단 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통화내역  치추 은 수사당국을 통하여 법원에 청

구한 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 과 공조

를 하고 있다. 

마.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요청 

( 1)  출 입 국 리 법상  출 국 지   정 지  규 정  

 출입국 리법 제4조 제1항은 법무부장 은 ⅰ) 형사재 에 계속(係屬) 

인 사람, ⅱ) 징역형이나 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ⅲ) 

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이상의 벌 이나 추징 을 내지 아니한 사람, 

ⅳ) 통령령으로 정하는 액 이상의 국세· 세 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하는 사람으로서 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  

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하여 

출입국 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7호는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제8호는 “20억원 이상의 허  세

계산서 는 계산서를 발행한 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 리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 은 범죄 수사를 하여 

출국이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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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정하여 출국을 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 지결정이 된 사람 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

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제2호에서 “기소 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 장 는 구속 장이 발부된 사람 : 장 유효기간 이내”라고 규정

하고 있어 범죄수사를 목 으로 하는 출국 지의 경우 별도의 조문을 두

어 제4조 제1항보다 그 기간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111).

( 2)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시  출 국 지   정 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출입국 리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  어느 규정에 의거하여 출국 지요청을 법무부장 에게 해야 하

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 제1항은 출입국 리법 시행규칙 제6조

의 2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의자가 해외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세범칙 의자와 요한 참고인을 출입국 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출국 지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출입국 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출국 지요청을 할 것을 

제하고 있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하여는 세가지 문제 이 있다.

 첫째, 출입국 리법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범죄수사의 경우에 특별히 

제1항의 경우보다 요건  기간을 한정하 으므로, 조문체계상 일반세무

조사의 경우가 아닌 조세범칙수사의 경우에는 출입국 리법 제4조 제2항

로 감이 타당하다.  

 둘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포탈세액 등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111)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출국금지의 경우와 해당 사례가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논의가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국금지에 대하여서만 논하나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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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출국 지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세형법을 국고주의의 입장에서 

보는 견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조세형법을 책임주의 시각

에서 볼 때 와 같이 한정될 이유가 없다. 범죄수사의 출국 지는 본래 

증거인멸, 도주우려의 방지를 목 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 으로 재정목

이 고려되는 것은 형사사법의 본질에도 반하게 된다. 

 셋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의자 외 참고인도 출국 지 ․ 정치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국 리법 규정 어디에도 참고인에 하여

도 출국 지 ․ 정지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본질 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이 형사사법 차체계에 한 고려없이 

일반세무조사를 제로 한 출입국 리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되

는 바람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출국 지 ․ 정지는 출

입국 리법 제4조 제2항에 의하거나 최소한 출입국 리법 제4조 제2항  

제1항을 통합 으로 고려하여 우리 형사사법 차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를 들어 2억 이상 조세포탈 의자의 경우 출입국 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장기로, 그 외의 경우에는 출입국

리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1개월 이하의 단기로 규정하고, 참고인의 경

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112).  

112)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출국금지는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

를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 다만, 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의 경우와 그 밖의 경우에 대한 출국금지를 나누고 있다. 따라서 출

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통합하여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출국금지를 규정하는 것

은 위 출입국관리법의 태도와 충돌될 수 있다. 

     세무범칙조사에 관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곳곳에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준별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이라면 모두 인용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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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조세범칙처 분  -  통 고 처 분 ,  고 발 ,  무 의처 분

1. 개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2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고

처분(동법 제15조), 수사기 에의 고발(동법 제17조), 무 의처분(동법 제

19조)을 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2. 통고처분113). 

 

 지방국세청장 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 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 상당액, 몰수 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

품, 추징 에 해당하는 액을 통고처분해야 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5

조 제1항).

 통고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단되고(조세범처벌 차법 제16

조), 통고처분받은 자가 통고 로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5조 

제3항)114).

113)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확인행위설, 하명행위설, 사법행정행위설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동희,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한 검토』, 조세학술논문집 제17집, 

2001. 제155-158쪽, 송쌍종, 『통고처분의 법리와 현행제도의 문제점』, 세무사 제42호, 

1986. 제11쪽 이하 참조

114) 구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는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

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고처분이 이행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기소가 된 경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

거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비상1 판결). 그런데 현재는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같은 통고처분제도를 도입한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다시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판례는 위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이 이행

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

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제1호에 의거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따라서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 규정에 의하면 통고처분이 이행된 조세범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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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처분에 하여는 사법권  국민의 재 청구권의 침해가 아니냐는 

논의가 있음은 서론에서 술한 바와 같다. 

3. 고발

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고발 규정 및 조세범처벌법상 전속고발제도 

 

 지방국세청장 는 세무서장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단

되는 경우, 통고처분 로 이행할 자 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

을 받는 자가 통고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 로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7조 제1, 2항). 이때 압수

물건은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8

조). 실무상 주된 경우는 조세범칙 상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조세범칙사건이 매우 하여 통고처분의 상이 되기에는 부 한 

경우이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 에 해서는 국세청장, 지

방국세청장 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범처벌법 반죄에 하여는 속고발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 

나. 피고발기관에 관련된 문제점 

 조세범처벌 차법은 지방국세청장 등이 검사에게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정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 에게도 고발을 할 수 있다. 실무상은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건이 잘못 기소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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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압수물건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어 조문체계상 

부 하다. 한 이미 사 에 압수, 수색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장신청

단계에서 검사의 통제를 받고 검사도  수사에 여하게 되므로 그러한 

사건은 경찰에 고발하기보다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 리는 아니라도 형

사사법 차에 여하는 한 축임에 틀림없으므로 검찰고발 차를 통하여 

조세범칙조사 과정의 합법성에 하여 일단 검찰의 심사, 통제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115). 

 그러므로 입법론 으로는 검찰에게 고발하게 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고

발 통보를 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 전속고발제도에 관련된 문제점 

 속고발제도는 술한 통고처분제도, 후술한 무 의결정과 맞물려서 사

실상 세무 서에게 조세범칙사건의 처벌여부에 한 속 인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입법론 으로는, 통고처분제도와 마찬가지로 사법권  국민의 재 을 

받을 권리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다. 

115)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국세범취채법도 검찰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세무당국의 전속고발제도에 대하여도 통고처분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및 사법권의 침해 등에 

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비슷한 취지의 논란이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하여는 2012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그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2개가 제출되었고, 현재 대통령선거 공약으로도 

논의가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론자들의 논거는 ① 피해당사자의 재

판절차상 진술권 및 평등권 침해, ② 소추기관이 검사의 공소권 제한으로 인한 권력분립원칙 

위반 및 사법권 침해,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적발건수에 비하여 검차고발비율이 현저히 적

어 전속고발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점(예를 들어 2011년도에는 533건 적발에 22건 고발, 2012

년 상반기에는 182건 적발에 2건 고발 등), ④ 비교법적으로도 일본 외에는 다른 국가에서 전

속고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상세한 논의는 선종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과 검사의 공소제기”』 형사법의 신동향 제37호, 2012. 제222-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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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혐의처분 

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규정

 지방국세청장 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 의 확

증을 갖지 못할 때에는 이를 조세범칙행  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된 

물건의 해제를 명한다(조세범처벌 차법 제19조). 

 종 에는 무 의처분에 한 규정이 없었으나 행법에서는 명문으로 규

정되었다. 종 에도 조세범칙조사 후 의가 인정된 경우 통고처분 내지 

고발을 하고, 의가 없을 경우 조사를 그 로 종결하므로 무 의처분권한

은 속고발제, 통고처분제와 맞물려 논리상 당연히 인정되던 권한이었다.  

나. 문제점

 지방국세청장 등이 무 의결정을 할 경우 속고발제도 때문에 그 결정

은 확정 인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사법기 이 아닌 세무 서가 조세범

죄라는 요 범죄에 하여 사실상 불기소처분이나 다름없는 처분을 한다

는 것은 문제이다. 

 

제5  고 발  이 후  차

1. 고발 이후 수사 절차  

가. 일반사건과 동일 절차에 의한 수사 

 고발 이후에는 사법경찰 리  검찰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차에 의하

여 수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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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발 이후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가능 여부 

 고발 이후에도 세무공무원이 동일한 사건에 하여 조세범칙조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① 사건을 수사기 에 고발하여 넘긴 이상 그 사건에 하여는 

수사기 이 수사를 하면 될 것이어서 조세범칙조사의 필요성이 없고, ② 

수사기 의 수사에 의하여 채득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지 않은 경우가 많

으므로 수사기 의 수사와 복하여 조사를 할 효용도 없고, ③ 조세범칙

의자가 수사기 과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에 하여 이 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

의 세무조사권 남용 지 조항에 반하기 때문에 고발 이후에는 동일 사건

에 하여 세무공무원이 더 이상 여할 수 없다고 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도, 세무공무원은 고발로서 조세범칙조사를 종료하고 더 이상 

조세범칙수사에는 여하지 아니한다. 

2. 범칙혐의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가. 고발 이전에 범칙혐의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음에도 고발된 경우 

 실무상 조세범에 하여 고발 이 에 통고처분 이행되었음에도 이를 간

과하고 고발된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조세범처처벌법 반처럼 통고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 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반 사범 등의 경우

에는 간혹 있는데, 아마 사안이 경미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등 

때문으로 짐작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반 사건116)에 하여 피 의자가 통고처분 이행

116) 예컨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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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음에도 고발된 경우 통고처분이행시 일사부재리효(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제53조 제1항117)) 때문에 수사 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재  에

는 면소 결을 하게 된다118). 

 조세범이 통고처분을 이행하 으나 고발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 그

런데 그 처벌할 수 없는 사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과 다르다. 

조세범처벌법상 통고처분 이행에도 일사부재리효(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

3항)119)가 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이 원칙 으로 통고처분 치주의를 채

택하여 통고처분 미이행시 고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고처분을 이행

하 음에도 고발한 경우 그 고발이 무효가 된다. 조세범처벌법 반은 

속고발이 필요한데 그 고발이 무효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호의 ‘공소제기의 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재 상으로 면소사유와 공소기각사유가 일죄에 하

여 경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공소기각사유가 우선이라는 원칙에 의하

여 재 상으로 공소기각 결을 내리게 된다.120) 수사 인 경우에는 공소

권없음처분121)을 받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반의 경우와 동일하

다. 

 단, 조세범에 한 통고처분 치주의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제14조

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하고(동법 제51조), 범칙자가 이를 

미이행하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시장 등 행정관청이 본건을 담당한 경우) 

내지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동법 제53조). 동법은 조세범처벌법과 

달리 전속고발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다.  

117) 제51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3조 제1항) 

11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 동판례 사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범

처럽 통고처분 및 통고처분의 일사부재리효를 채택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안이었다. 

위 판례는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

는 그 범칙행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

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19)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3항). 

120) 같은 결론으로는 『형사판결서작성실무』, 사법연수원, 2006. 제100쪽 

121) 재판상 면소사유인 일사부재리효 적용 사안, 친고죄에서 고발, 고소가 무효인 경우 모두 수사

상으로는 ‘공소권없음’이라는 주문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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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죄만을 상으로 한다.122)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특정범죄가 처벌

등에 한법률상 조세범123)에 하여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고, 설사 세무

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하여 범칙 의자가 이를 이행하 다 하여도 범죄의 

성립, 처벌에는 향이 없다124). 

나. 고발 이후 범칙혐의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행정 서가 통고처분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을 하더라도 통고처분 취소 

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 이후 범칙 의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반 사건의 경우 통고처분액수가 작기 때문에 

의자가 고발 이후 범칙 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고처분의 이행

시 일사부재리효가 고발 이 에 이행의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고, 

례상 통고처분 이행은 확정재 의 효력에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고발 이후에 범칙  납부시에도 일사부재리효에 따라 처벌할 수 없

다. 따라서 아직 수사 인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재  인 경우에

는 면소 결을 하게 된다. 

 실무상 조세범의 경우에는 통고처분 액수가 워낙 고액이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고발 이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나 조세범이 고발 이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를 가

정해 볼 수는 있다. 

 이때는 통고처분이행을 간과하고 고발된 것이 아니므로 고발이 무효가 

122)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사이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

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는 조세범처벌법상 자료

상이 30억 이상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제8조에 관해서만 특별히 

위 해당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은 친고죄가 아니고, 자료상은 친고죄이다.

12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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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따라서 통고처분 이행의 일사부재리효에 따라 수사 인 경우에

는 공소권없음처분을, 재  인 경우에는 면소 결을 함이 타당하다. 

 술한 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결의 사안은,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상의 조세포탈범에 하여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하

여 미이행하여 고발하 는데  포탈범이 고발 이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사안이다. 

 여기서 법원은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

며,   법 제8조 반의 조세포탈죄에 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

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 을 

납부하 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 반(조세

포탈죄)의 처단에 향을 미칠 수 없으니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용될 수 없다’고 시하 다. 즉, 특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상 조세포

탈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오직 통고처분이행이 일사부재리효를 갖느

냐는 것만 따진 것이다. 간 으로 참고할만한 례라고 생각된다. 

 

다. 문제점 

 조세범칙행 자는 고발 이후에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처벌되지 아니

한다. 결국 행정 차에서 사법 차로 넘어간 이후에도 행정청의 결정이 

사법 차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조세범처벌 차법처럼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도로교통법, 경범

죄처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사안은 비교  경미하기 때문에 재

차로 넘어가더라도 벌 형 이상이 어려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조

세범칙행 는  법 반 사범들보다 죄에 해당하여 재 차로 들어갈 

경우 집행유 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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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당국의 고발취소 가부

가. 세무당국의 고발취소 가부 

 고소는 제1심 결 선고 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

항). 고발의 경우에는 취소시한에 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례상 고소

의 경우와 같이 제1심 결 선고 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이 례이

다( 법원 1957. 3. 29. 선고 57도58 결). 

  례는 조세범처벌법 반 사건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취소

되었다고 재 상 주장한 사안으로, 법원은 ‘고발의 취소는 기록상 그 형

을 간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취소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1심 결 선고 후의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취소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소론과 같은 공소기각론은 채용할 수 없다’고 시하

다. 따라서 법원 시 취지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제1심 재  에 고

발을 취소하면 재  인 조세범처벌법 반 사안에 하여는 공소기각 

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수사 에 고발이 취소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

게 됨은 물론이다. 

나. 문제점

 

 세무공무원의 제1심 결 선고 까지 고발취소시 사법 차가 그 로 종결

되는 것은 지나친 사법권침해이다. 이것은 고발발 후 세무공무원의 행정

처분이 개입되고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법 차가 좌우되는 것이므로, 

고발 후 통고처분 이행의 경우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세무공무원이 고발 이후 취소하는 사례는 한번도 

보지 못했다. 련 례도 1957년 례인 것을 보면 거의 그런 사례가 이

제까지 발생하지 아니하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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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과정 에서 활 용 되 는  

자 료 에 한 검 토

제1  개 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제출 자료 등 세무당국에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다 

조세범칙 의를 포착하고 이때 처음부터 범칙조사에 착수하거나 아니면 

일반세무조사를 하다 조세범칙심의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수사로 

환한다.

 결국 세무공무원은 ① 납세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세무당국에 집 된 자

료, ② 일반세무조사 과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 ③ 범칙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등 세가지를 가지고 범칙 의자를 조사하게 된다. ①, ②의 

경우는 일반 행정 차  행정조사과정에서 수집된 것이고, ③의 경우는 

범칙조사에 수집된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수사기 에서 고발할 때 고발장에 첨부하는 자료는 오로지 

범칙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뿐이다. 그러나 술한바와 같이 세무공무

원은 물 자료의 경우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고, 진술자료의 경우

에도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취합한 내용을 형식 으로 재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세무조사 등 행정 차에서 수집된 자료

를 수사기 이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 가능할 경우 그 증거능력이 있는

지 문제된다. 

 한 고발장에 첨부된 세무공무원의 조사자료에 하여도 증거능력이 인

정되는지 문제된다. 

제2  과세 차   일 반 세무조사 과정 에서 집 된 자 료  

1. 자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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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는, ① 각종 신고서, 세 계산서합계표 

 합계표, 세 계산서 등 과세단계에서 납세자가 세무행정 차에 따라 

생성하여 제출한 자료, ②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장부, 각종 송장 등 세

무행정 차 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③ 납세자가 제출한 진술서, 확인

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상 로 작성한 문답서 등 진술자료가 있다. 

 납세자 외의 제3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는, ① 융정보분석원(FIU)

의 첩보 자료등 공공기 으로부터 취득한 자료, ② 융기 으로부터 취

득한 융거래정보와 같이 사인(私人)으로부터 취득한 자료, ③ 사인이 제

출한 진술서, 확인서, 세무공무원이 사인을 상 로 작성한 문답서 등 진술

자료가 있다. 

 세무당국 자체 생산자료에는 ① 고지서등 외부인에게 교부하는 자료, ② 

보고서 등 과세 청 내부자료가 있다. 

 

2. 납세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

가. 각종 신고서 등 납세자가 과세행정절차상 제출하는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하

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는 설하거나 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 에 맞는 범 에서 납세자

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국가기 이 조세쟁

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규정에 의하여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과세행정 차에 따라 제

출하는 자료를 조세범칙수사를 하는 수사기 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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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 다른 공공기 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조회 차를 통하여 

세무당국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세무당국이 과세자료  핵심자료를 첨부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 이 보완자료로서 요구하면 이를 추송하고 있다. 

한  증거능력의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수사기  외에서 작성

된 진술서, 진술자료의 증거능력 규정을 용하면 되는데 실무상으로 자

신이 작성, 제출한 신고서류에 하여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납세자 제출 기본 과세행정자료의 경우 수사, 재 상 큰 문

제는 없다. 

나. 장부 등 보관자료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등에서는 납세의무자 등에게 해당 

장부 ․ 서류 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목 으로 납세

자의 장부 는 서류 등을 세무 서에 임의로 보 할 수 없고, 다만 납세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 보 자료는 세무 서에 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보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사기 에 

고발시 수사기 에 증거자료로 인계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 

증거물로 압수하기 하여는 조세범칙조사과정으로 환하여 압수 ․ 수

색 차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일시보 한 장부 등은 조세범칙조사까지 모두 종료된 

후 사본하여 원본필 확인을 받고 돌려주는 것이 통상이고, 원본에 한 

압수 ․ 수색 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본증거를 확보하지 못하

여 피 의자가 이를 멸실한 후 공 정에서 원본과 사본의 불일치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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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증거력이 문제될 여지가 크다. 

다. 납세자에 대한 진술자료

( 1)  진 술 자 료 의 종 류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등에서는 술한 자료제출요구권한

과 함께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

고 있고, 조세범처벌 차법 제17조 제5호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규정들에 의하여 납세자나 제3자로부터 확

인서, 진술서나 문답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많다. 진술서, 확인서의 경우는 

수사기 이 징구하는 진술서와, 문답서의 경우는 수사기  작성의 진술조

서,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  

( 2)  수 사기 의  진 술 자 료 의 취 득

 고발서에는 조세범칙조사에서 생성된 범칙 의자 심문조서  참고인 심

문조서가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이 차인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문답서 등은 잘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때로는  서류 

신 문답서, 확인서, 진술서 등이 첨부되거나 양자가 혼합되어 첨부되는 

경우도 많다. 

 세무공무원이 고발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 제1항  수사기 의 사실조회권한에 의하여 수사기 이 요구할 경

우 세무공무원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수사기 이 조세범칙조사와 련하여  서류들에 한 제

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서류 자체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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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상 요청한 경우는 문답서  일부만 편철되

어 있어 앞뒤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에 한 사본을 요청한 경

우 등에 한정되는 것이 부분이다. 

 

( 3)  납 세자  진 술 자 료 의 증 거 능 력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  2조의 규정(수사기  작성 조서) 이외에 

피고인 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로서 그 작성자 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는 날인이 있는 것

은 공 비나 공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

을 기재한 서류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

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규정을 그 로 입하면,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제출

받은 진술서, 확인서의 경우 작성자인 피의자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문

답서의 경우 작성자인 세무공무원이 공 기일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

하고,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입

증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형사 차상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규정을 획일 으로 

입할 수 없고, 설사 입하더라도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첫째,  문답서, 진술서 등은 사실상 조세범칙사실에 한 추궁과 답변

이라는 에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와 다를 바 없다. 그런

데  문답서, 진술서 등 징구시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참여권 등 헌

법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자도 장차 수사 차

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 자신의 방어권 보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아니한다. 이러한 을 볼 때  조문을 그 로 입하는 것은 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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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와 같이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자

가 심리 으로 극히 축된 상태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징구되는 진술서류

이기 때문에 장차 재 에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서류

가 아니라고 항변할 경우 이를 반증할 방법이 거의 없다. 

 실무상으로도,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 등 진술서류에 하

여는 증거물이 아니라 참고자료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통상이다. 

  

3. 납세자 외의 제3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

가. 공공기관 보관 자료 

 세무 서가 다른 공공기 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과세행정  행정조사

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세범수사

를 담당하는 수사기 에 과세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

는 수사기 이 다른 공공기  보  자료는 해당 기 에 직  사실조회 형

식으로 요청함이 부분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사인 보관자료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 1)  일 반 세무조사시  융 거 래 정 보 의 취 득  방 법

 외부의 사인(私人)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자료  과세 차, 일반세무

조사  조세범칙조사 과정을 막론하고 가장 효용성 있는 자료는 의자

에 한 융거래정보이다. 세무공무원의 조사는 의자가 제출한 과세자

료와 실물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 실물에 한 가장 

객 이고 상세한 자료가 융거래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하여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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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탁자 는 수익자

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융거래의 내

용에 한 정보 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하거나 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든지 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

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조세에 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

자료 등의 제공과 소  서의 장이 상속 · 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의 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한 법률

에 따른 질문 · 조사를 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자료의 제출  리에 한 법률 제4조에서는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 (‘과세자료제출기 ’으로 약칭)으로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융회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일반세무조사 방법의 하나로서 

융거래 장확인125)이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 할 지방국세청장

의 승인을 받아 융거래 장확인 상자  연결계좌를 선정하고 조회

범 를 특정하여 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융거래정보 활용의 문제

 

 세무공무원은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융거래정보 등을 조세범칙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125) 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

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확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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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는 설하거나 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리에 한 법률 제11조 제1항도 ‘세무 서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설하거나 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원칙 으로는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융거

래정보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다. 자는 과세를 한 것

이나 후자는 형사처벌을 한 차이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정보

를 활용하고 싶으면 압수 · 수색 장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공무원은 별도로 압수 · 수색 장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집 한 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함이 통상이다. 한 세무공무원이 고발장에 의를 확인

한 경 에 하여 기재할 때 통상 “A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신

고한 것과 같은 융거래내역이 없다”등 융거래정보를 인용하여 기재한

다. 

 결국은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

문에 이러한 조사방법이 법한지 의문이다. 실무상  자료가 수사기

에 제출되지 않지만, 제출되더라도 그 증거수집 차가 법한 법수집증

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3)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일반세무조사 자료 제출 가능 여부

가 )  문제

 세무공무원이 결국 일반세무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고발장을 작성함에도 

고발장에는  국세기본법 조항의 제한 등을 이유로 해당 융거래정보 

내역이 첨부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발을 받은 수사기 은 수사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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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다면 세무공무원에게 일반세무조사시 확보한 제3자 보  정보에 

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  련 법규 정   헌 법상  장 주 의 반  여 부  검 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 에 맞는 범 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국가기 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리에 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도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 

13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다면 검사는 세무공무원이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융거래

정보 등을 과세자료로써 요구하여 제출받을 수 있는가? 

 법리 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일응 법해 

보이나 본래 검사가  융거래정보를 취득하기 하여는 법 이 발부한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장주의를 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126). 

 이에 하여 정설, 부정설을 임의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정설은, ①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  입장에서 조사하는 것이어서 압수 ․ 수색 장을 

발부받을 권한도 의무도 없으므로 그 과세자료 수집 차에 법이 없고, 

② 검사가 이를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요구하여 제출받는 것은  국세기본

법 규정에 의하여 법문상 규정이 있고, ③ 이미 세무서에 기확보되어 있

어 더 이상의 기본권침해가 없다는  등을 논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시에는 영장

에 의하여 금융정보를 얻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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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설은, 우리 헌법은 물  강제처분시 장주의를 엄격하게 규정하

고 있어 이를 탈법 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방법도 용인할 수 없는

데, 수사기 이 공공기 이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사실상 제3자의 처분

권 있는 자료를 장없이 취득하는 것은  장주의를 우회 으로 잠탈

하는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 ,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는 세무공무원에게 해당 세무서가 자체 생산한 자료( 술한 

‘납세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세무당국에 집 된 자료’) 외에 사실상 제3자

의 처분권 있는 자료, 특히 융거래정보의 경우에는 헌법상 장주의를 

고려하면 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이 타당하다. 

 둘째,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 인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

사 에도 일반세무조사 에 악한 융거래정보를 그 로 사용하고 따

로 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장주의를 반하여 활용된 자료이므로 술한 바와 같

이 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그러한 증거를 수사기 이 다시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치 아니하다. 

다. 사인 진술자료

 사인 진술자료의 경우에도 술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입 여

부가 다시 문제된다. 이 경우는 그 사인이 범칙 의와 련하여 어떤 

치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납세자와 계된 제3자의 경우 범칙 의자  그 의와 연 이 없는 경

우  조항의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한 것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컨  허 세 계산서 교부 상 방처럼 납세자에 한 

의가 결국 자신의 의와 동일한 경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

의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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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당국 자체 생산자료 

 세무당국이 자체 생산한 자료는 고지서 등 외부 공개용으로 생산한 자

료, 보고서 등 내부결재, 보고용으로 생산한 자료가 있다. 역시 국세기본

법 제81조의 13 제1항에 따라 수사기 이 조세범수사를 하여 과세자료

를 요구할 때 세무당국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한 세무당국이 직무상 

작성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127)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은 세무당국이 수사기 의 요구에 기속되

는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제출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이 거부할 경우 수사기 은 세무당국에게 압수 · 수색

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제3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에 의하 여  수 집 한 자 료  

1. 자료의 종류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취득하는 자료  진술자료에는 범

칙 의자 심문조서  참고인 심문조서가 있다. 물 자료에는 조세범처벌

법에 의한 압수 · 수색 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가 있다. 이외에 융정

보분석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융정보가 있는데, 최근 개정법률에 의하여 

국세청이 취득할 수 있는 자료의 범 가 넓어졌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자료의 증거능력 등에 하여 살펴본다. 

127)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

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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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참고인 심문조서 

가.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우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

외에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 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

류나 공 비 는 공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

술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문법칙(傳聞法則)을 

선언하고 있다.

 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 가 되는 경험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 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

한다128). 

 문법칙이란 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므로(hearsay is no evidence) 증

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미 증거법에서 유래한 원칙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원칙 으로 

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문법칙을 선언하고 외 으

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서 제316조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전문법칙 예외 규정 개관 

( 1)  수 사기  작 성  피 의자 신 문조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법한 차와 방식

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

음이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128) 이재상, 전게서 제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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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 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

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12조 제2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한 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 비 는 공 기일에 그 피의자 던 피고인 

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

312조 제3항)

 즉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공 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

정을 인정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

여졌음이 증명된 경우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

는 경우 상녹화물 등 객 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경찰 작

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공 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

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 그 증거능력이 배

제된다. 

( 2)  수 사기  작 성  참 고 인  진 술 조서 

 검사 는 사법경찰 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법

한 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는 사법경찰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상녹화물 는 그 밖의 객 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는 변호인이 공 비 는 공 기일에 그 기

재 내용에 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

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

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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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검사 는 사법경찰 이 작성한 참고인에 한 진술조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는 등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증거능력 요건이 동

일하다. 

 

( 3)  수 사기  작 성  피 의자  진 술 조서 

 수사기 에서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참고인 진술조서 형식

으로 조사를 한 경우에도 이는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동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용해야 한다.129) 

( 4 )  수 사기 에 제출 된 참 고 인 ,  피 의자 의 진 술 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는 피고인

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 비나 공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

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 비 는 공 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

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과 련하여, 종래 학계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기 에 제

출한 ‘진술서’가 제312조 제1, 3항과 제313조 제1항  어느 규정의 용

을 받을 것인지 논쟁이 있었다. 검찰 제출 진술서의 경우 제312조 제1항

12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

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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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제313조 제1항이나 특별히 요건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나, 경찰 제출 

진술서의 경우 제312조 제3항의 경우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나 

제313조 제1항의 경우 진정성립만 인정하면 내용을 부인하여도 증거능력

이 있으므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학설 논쟁은 법원이 1982. 9. 14. 82도1479호 원합의체 결로 

제313조설을 택하면서 일단락되었고, 이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1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

서 작성한 진술서에 하여 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입법 으로도 

해결되었다. 

 나아가 술한 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결은  법원 원

합의체 결의 취지를 더욱 확장하여 수사기 에서 작성된 것이면 진술조

서, 진술서, 자술서 등 형식에 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피의자신문

조서 규정을 용하라는 취지를 시한 것이다.  

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 1)  개 요  

 그 다면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 작성 범칙 의자 심문조

서는  규정  어느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문법

칙에 의하여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원천 으로 증거능력이 부여

될 여지가 없는 것인가?

 구체 으로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 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

항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보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

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인하여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를 인정하면 세무공무원 작성 범칙 의자 심문조서에 검사 작성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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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문조서에 하는 증거능력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 2)  학설  

 이에 한 학설로는, 세무공무원이 범칙 의자에 하여 징구한 말서

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130)가 용되어 범칙 의자에 의하여 성립진

정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다131). 단,  

학설은 사법경찰 이 작성한 피의자에 한 진술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시한 법원 결

( 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결132))에 비추어 피고인이 내용을 부

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 

 결국  학설에 의하면, 범칙 의자 심문조서에 하여 형식 으로는 형

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용하나, 실질 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을 범칙 의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 형

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을 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 3)  검 토

 생각건 , 조문형식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일응 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용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을 떠나서 자의로 

130)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등) ①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

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

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131) 안대희, 전게서 제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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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한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를 제로 하여 진정성립  임의성만 인정

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 82도385 결이나 이후 신

설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규정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진

술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실질이 수사나 다름없는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

조사시  규정을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둘째, 세무공무원은 일반인의 인식이나 실제 인 그 조사활동에 비추어 

사실상 특별사법경찰 이나 다름없는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

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 다면 사법경찰  작성 피의자신

문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이라도 부여될 필요가 있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다.  학설은 해석상 사법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증

거능력을 인정하 으나 입법론은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무리라고 생각된

다.  

 실무상으로도, 세무공무원이 고발장과 함께 말서나 범칙 의자 심문조

서를 첨부한다 하여도 와 같은 증거능력상 문제 이 있기 때문에 고발

을 받은 수사기 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통상 이다. 

다. 참고인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4

항 내지 제3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법칙의 외를 용받을 수 있는

지 문제된다. 

 생각건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과 제313조 제1항의 문법칙의 

외 용 요건은 참고인의 진정성립  임의성 인정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참고인이 재 정에서 양자를 인정할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그

러나 참고인이 임의성을 부인할 경우 부분 일반세무조사 과정과 연계되

어 진행하는 범칙조사의 특성상 증거능력이 부인될 여지가 크다.  

 실무상으로는 고발장에 첨부된 제3자의 진술서류로서 참고인 심문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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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되는 경우는 아직 극히 희박하다. 고발장에 첨부된 제3자의 진술은 

를 들어 허  세 계산서를 공 받은 상 방에 한 말서와 같이 다

른 범칙조사로 얻은 말서인 경우가 부분이고, 그것도 사건과 계된 

부분만 잘려서 사본된 경우가 많다. 아  그러한 말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발장에 “아무개가 이러이러한 진술을 했다”고만 기재하는 경

우도 많다. 참고인에 한 말서는 참고인을 피 의자로 보아 작성한 서

류이므로 임의성을 부인하는 경우 더더욱 그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따라

서 실무상은 그 증거능력 문제를 우려하여 수사기 에서 참고인에 하여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3. 압수 ․ 수색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물적자료 

 술한 바와 같이 세무공무원에게는 장에 의한 압수 ․ 수색, 긴 압

수 ․ 수색, 임의제출물의 압수 권한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여 취득한 

물  증거자료에 하여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시에는 부분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일시보 한 후 조사종료와 동시에 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조사

하고, 압수 ․ 수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자료 

 개정 특정 융거래정보보고 이용등에 한법률(법률 제11411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7조 제1항133)은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2,000만

133)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

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한다.  <개정 

2011.5.19, 2012.3.21>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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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이상 고액 거래 등에 융기  보고 자료를 FIU로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다면 세무 서가 FIU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수사

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생각건 ,  자료는 개인정보의 성격이 강하여 국세청이 FIU로부터 이

를 취득한 후 별다른 법  근거 없이 다른 기 에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아니하다.  법률상 수사기 도 FIU에 융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므로 직  FIU에 요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무상 각각의 기 에서 자료를 요청받아 별개로 분석한다면 그 

결과에 있어 혼선을 빚을 수가 있고, 어차피 FIU에 국세청, 수사기  모

두 조세범칙조사와 련하여 정보요청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이 조세범

칙 의 확인을 하여 FIU 자료를 취득한 경우 이를 자동 으로 수사기

에 인계하는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

석한 정보

   동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

부터 영수(領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종래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조세범칙사건만 규정하여 FIU는 명백히 조세

탈루 혐의가 입증된 사안이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위 정보를 국세청에 주지 아니하였으

나, 2012. 3. 2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문구가 추

가되어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의 FIU에 대한 자료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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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에 한 입 법론  

제1  세법상  세 공무원의 수 사 차  규 정

1. 개요 

 내국세에 한 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세에 한 범칙조사는 세

공무원이 담당한다. 그런데 범칙조사를 하는 세 공무원은 세무공무원과

는 달리 특별사법경찰 으로 규정되어( 세법 제295조) 있고, 그 수사 차

에 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의 수사에 하여 세청 훈령인 

‘세 공무원의범칙조사에 한시행세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 차법상의 조세범칙조사에 한 입법론을 논하기에 

앞서  세법상 세 공무원의 수사 차에 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향후 

논의에 참고하고자 한다.

2.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규정  

가. 적용법령 일반 

 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의 장에서는 제1  통칙(제283조에서 제289

조), 제2  조사(제290조에서 제310조), 제3  처분(제311조에서 제319조)

으로 구분하여 조사, 처분 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한 행정규

칙으로는 세청 훈령인 ‘세 공무원의범칙조사에 한시행세칙’이 있다. 

나. 관세범의 의미 및 관세범칙조사에서의 세관공무원의 지위

 세법상 ‘ 세범’이란 동법 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반하는 행 로서 

동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반행 를 말한다(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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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세범의 조사 ․ 처분은 세 공무원이 행하고(법 제283조 제2항), 세

공무원이 세범에 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

행할 자와 그 직무범 에 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법 제295조).134) 

 

다. 통고처분 및 전속고발제도

 세법은 조세범처벌 차법과 마찬가지로 세청장, 세 장의 통고처분

제도(동법 제311조)  속고발제도(법 제284조 제1항)를 채택하고 있다. 

 세청장, 세 장은 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 , 몰수, 추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액이나 물품 등을 납부하

게 하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처분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

다(법 제311조 제1, 2항).  통고처분을 피처분자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세청장 등은 즉시 고발해야 한다(법 제316조).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인 때(법 제312조), 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세범인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

318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해야 한다(법 제312조). 

 세범의 통고처분에 한 행정규칙으로는 세청 훈령인 ‘ 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한 시행세칙’이 있고, 고발에 한 행정규칙으로는 

세청 훈령인 ‘ 세범칙 등 고발에 한 시행세칙’이 있고, 세범칙 등 고

134)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

무원을 ‘조사요원’으로 칭하고(동세칙 제2조 제2호), 이 조사요원 중 세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관

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다(동세칙 제2조 제5호).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동세칙상 제3장 ‘범칙조사방법’ 이하 조문에서

는 전반적으로 범칙조사의 주체를 ‘조사요원’으로 규정하나, 피의자심문 등 임의수사 및 강제수

사에 관하여는 그 주체를 특별히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세칙상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조사요원’인 세관공무원이 피의자소환 등 범칙조사 

과정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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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 한 시행세칙 제2조  별표 1, 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한 

시행세칙 제2조  별표 1, 2에서는 세법 제311조, 제312조에서 의한 통

고처분  즉시고발 기 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세범칙 등 고발에 

한 시행세칙 별표 1에서는 세법 제269조 제2항, 제3항의 수출입죄, 

제27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의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수출한 죄, 제274조의 수품 등의 취득죄의 경우 물품원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 제4항, 제5항의 세포

탈죄의 경우 포탈 ․ 부정감면( 는 면탈) ․ 부정환 세액 1,000만원 이

상인 경우 의무 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즉시고발 범 를 비

교  넓게 규정하고 있다. 

 통고처분 상자 는 통고처분과 련된 참고인에 한 문답은 세 조

사직원이 행하고(세 공무원의범칙조사에 한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이

때 통고처분 상자에 해서는 통고처분확인서 는 통고처분문답서를 작

성하고 지문채취나 수사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동세칙 제14조 제2항). 

그러나 피의자가 스스로 고발요청하는 등 통고처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지문채취  수사자료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고발한다

(동세칙 제14조 제5항).

 

라. 세관공무원의 수사권한 

 세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 으로서 임의조사  강제조사를 할 수 있다. 

 먼 , 세 공무원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는데, 

이때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법 제292조).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의 자

세한 차는 세 공무원의범칙조사에 한시행세칙 제2  임의조사 부분

(동세칙 제26조에서 제31조), 제7  상녹화(동세칙 제55조에서 제58조) 

등에 형사소송법의 차에 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동세칙 제29조 

제2항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외에 세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형사소송 차와 다른 특이 이다. 



- 127 -

 세 공무원은 사의 사 장을 받아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고(법 제

296조 제1항), 긴 한 경우에는 사후 장을 발 받아야 한다(법 제296조 

제1항 단서)135). 당사자의 임의제출물은 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법 제

296조 제2항). 압수 ․ 수색 ․ 검증시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304조). 행범인의 체포(법 제298조), 세범조사에 필요한 경우 선

박 ․ 차량 ․ 항공기 ․ 창고 는 그 밖의 장소에 한 검증 ․ 수색

(법 제300조), 피의자의 신변 수색(법 제301조)을 할 수 있다136). 강제수사

에 한 자세한 차도 역시 세 공무원의범칙조사에 한시행세칙 제3  

체포 ․ 구속(동세칙 제32조에서 제39조), 제4  압수 ․ 수색 등(동세칙 

제40조에서 제45조), 제5  융거래내역 조사(동세칙 제46조에서 제47

조), 제6  통신제한 조치(동세칙 제48조에서 제54조) 등에서 형사소송법

의 차에 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마. 범칙조사위원회

 세 공무원의범칙조사에 한시행세칙 제5장에는 범칙조사 원회를 본부 

 직할세 에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에 한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와 유사한 조직이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는 최근의 개정

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세범에 한 범칙조사 원회는 아직 행

정규칙인  세칙에 규정되어 있다.

 범칙조사 원회의 원장은 조사담당국장이고 원은 7인 이상 10인 이

하로 세 장이 하되 외부 원이 체 원 수의 1/2를 과하여야 한

다(동세칙 제69조).  

135) 동법은 구조세범처벌절차법처럼 사전영장 및 사후영장의 요건, 청구권자 및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지 않고, 세관공무원의범칙조사에관한시행세칙에 위 요건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중요한 절차인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칙이 아

닌 법률로써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36) 관세법 제300조, 제301조를 행한 뒤 사후영장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시행세칙에 특별한 규정

이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처분의 성격상 긴급압수 ․ 수색 ․ 검증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관세법 제29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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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조사 원회는 범칙정황이 특수하여 조사업무 담당 과장 등이 요청하

는 수사에 한 사항  기타 범칙조사와 련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사

항을 의결한다(동세칙 제70조). 즉 필수 으로 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사

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이 부분 한 조세범칙조사심의 원회와 

다른 이다. 

3. 소결

 이 게 세법과 세무공무원의범칙조사에 한시행세칙에 따라 세 공무

원이 특별사법경찰 으로 지명되어 수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 공무원

의 수사활동의 통제  수집한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등은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법경찰 의 그것과 같이 단하면 된다. 따라서 조세

범칙수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조사자의 지   조사권한 

등에 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 공무원의 세범칙조사 방법에 하여, 세법에는 최소한의 

내용만이 모호하고 추상 으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시

행세칙에 형사소송 차의 부분의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를 생각할 때 문제이다.  

 첫째로, 해당 행정청이 자의로 일반 형사소송 차와 괴리되는 시스템으

로 개정을 시도할 수도 있고, 자의가 아니더라도 형사소송 차의 문성

이 부족하여 일반 형사소송 차와는 맞지 않는 규정을 넣을 수도 있다. 

 컨  세 공무원의범칙조사에 한시행세칙에는 특별사법경찰 의 권한

이 없는 이른바 ‘조사요원’도 피의자심문 차의 일환인 피의자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바(동세칙 제26조)  출석요구에 불출석

하 다고 하여 수사기 의 출석요구에 불출석하 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

의 소지가 있다. 동세칙 제33조 체포  구속 장 요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137)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137)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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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 리가 아닌 ‘조사요

원’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 다고 하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138). 

 둘째로, 근본 으로 형사사법 차는 국민의 기본권  법익 제한과 

한 련이 있는 만큼 법률의 안정성  측가능성이 보장되기 하여 법

률로써 규정함이 타당하다. 특히 세 은 극 으로 압수 ․ 수색  피

의자심문을 하여 세범을 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

고 하겠다.  

 

제2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차 에 한 입 법론  

1.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의 실질은 수사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을 특

별사법경찰 리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즉,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 에 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 리’ 제17호에 ‘ 세법에 따라 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듯이 동조에 ‘조세범처벌

차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을 추가함이 타

당하다.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138) 또한 예를 들면, 관세범칙조사는 일반관세조사보다 그 결과가 강력한 만큼 형사소송법 제35

조와 같은 피의자의 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인정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

(2010년 8월 9일자 세정신문 ‘관세범칙조사, 피의자 권리 강화해야’)가 있는데(사실 위 형사

소송법 제35조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고, 수사진행 중에 피의자의 기록 열람, 등사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기는 힘든 것이 현

실이다), 수사진행 중의 기록 열람, 등사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 예규 등에서도 세

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항을 관세청이 제정하는 시행세칙 개정 작업으로 해

결하게 되면 자칫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일관성이 없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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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방법과 상응한 수사방법 규정 도입 

가. 임의수사 방법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 의 지 에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

송법의 제규정과 상응한 규정이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행 조세범처벌법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참여에 한 직

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 조사사

무처리규정상 심문조서 양식에는 진술거부권고지  변호인 참여가 기재

되어 있으나 이는 서류양식에 불과하다. 변호인참여에 한 규정을 도입

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세무사 등도 참여자에 속하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바 문 인 조세범칙조사시에는 세무사 등 문인력이 참

여함이 의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고, 세법령에서도 세사의 동석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한 사법경찰 으로서 조사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부여에 요 요소

인 심문시 참여자에 한 규정, 상녹음녹화 규정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 

나. 강제수사 방법 

 먼 ,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필요한 물 자료가 필요할 경

우 반드시 압수 · 수색 · 검증 차에 의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여 종래 일

반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사용하는 행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세부 으로는 ① 긴 압수 · 수색의 범 를 형사소송법상 제규정과 통일

시켜 규정하고, ② 세무공무원에게도 임의제출물의 치권한을 인정하고, 

③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는 검사가 결정하도록 변경하고, ④ 세무공무원

에게 감정 장신청권한을 인정하고, ⑤ 세무공무원에게 통신제한조치허가

장 신청권한을 인정하여야 하고, 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시 출국

지  정지요청권한을 수사기 의 그것과 상응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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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고처분전치주의 및 전속고발제도의 보완 

 통고처분 치주의  속고발제도는 수차 논했듯이 사법권의 침해 문제

가 심각히 두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하여 독일 질서 반법 도입

처럼 인 정비를 할 수가 없다면 일단은 조세범처벌 차법에서 존치

는 시키되 사법권을 되도록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 보완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① 세무당국이 수사기 에 고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

발취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이 타당하고, ② 통고처분 미이행으로 고발

되었는데 고발 후 이행한 경우 제1심 결선고 이  이행 등처럼 그 시간

 한계를 규정하여 행정 차에 의하여 사법 차 체가 좌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제반규정을 법률로써 도입

 우리 형사소송법은 요한 수사 차에 하여는 부분 법률로써 규정하

고 있다. 술한바와 같이 세법령이 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 공무

원을 특별사법경찰 리로 하여 그 수사 차를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리

의 그것과 상응하게 규정한 것은 타당하나, 형사소송 차의 세부 인 내

용에 하여는 부분 세청 훈령인 ‘세 공무원의범칙조사에 한시행세

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 국민의 기본권보장 차원 등에서 문제가 있다. 

 수사 차는 필연 으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

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 세부 차를 

함부로 임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에서 논의한 임의수사  강제수사

에 한 차는 조세범처벌 차법 제2장 조세범칙조사 부분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래 조사사무처리조사규정에 규정된 심문방법에 한 사

항도 모두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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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 중점검찰청제도와 같은 세무공무원 및 수사관서의 공조제도 도입 

가. 현행 조세범칙조사시 세무공무원과 수사기관의 공조 단절의 문제 

( 1)  개 요

 행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실무상 가장 큰 문제 은 세무공무원의 조

세범칙조사와 수사기 의 수사가 단 되어 ① 세무공무원의 지식  자료

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② 세무공무원의 미진한 수사에 하여 보완할 

방법이 없고, ③ 의자는 세무공무원  수사기 을 거쳐 이 , 삼 의 

같은 내용의 조사를 복해서 받아야 한다는 이다.

( 2)  세무공무원의 문지 식   자 료 를  활 용 하 지  못 하 는  문제

 

 세무공무원은 압수 · 수색을 통해 물 증거를 취득하지 않고 일반세무조

사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참고만 하고 고발서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서에는 종종 “....한 계좌내

역에 의하면 허  거래임이 입증되고”, “공범 ....의 자인 진술에 의하면 

허  세 계산서임이 입증되고”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정작 문제의 

계좌내역이나 공범진술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139). 결국 고발을 받은 수사

기 은 우왕좌왕하거나 이미 세무서에서 했던 조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

다. 한 수사기 의 문성이 세무공무원보다 떨어지다 보니 실체  진

실발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세범사건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여 참

고인 지, 무 의처분이 유난히 많은 이유 의 하나이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은 할이 있는 의자에 하여 과세처분  고발조

139) 공범 진술의 경우 해당 부분 페이지만 사본되어서 첨부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할 경우 

앞뒤가 이어지지 아니하여 전후 맥락을 파악 할 수 없고, 원본 증거도 일부만 제출되면 증거

능력이 문제되는데 하물며 일부 장만 사본된 것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증거능력

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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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후에 할이 없는 공범에 한 것은 해당 할세무서에 자료를 생한 

후 더 이상 이에 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각 할세무

서별로 공범들에 한 범칙조사  고발과정이 분리되어 진행된다.

 이때 검찰 등 수사기 과 공조가 미흡하여 수사기 에서는 각각의 공범

에 한 조세범칙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기가 매우 힘들어 지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고발되는 지역, 고발의 선후에 따라 고발 결과가 어

느 곳에서는 참고인 지나 무 의처분으로 종결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기

소되는 등 상호모순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한 각각 세무서에

서 조사하는 내용을 합하면 모자이크 방식에 의하여 제3의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도 없어지게 된다. 

( 3)  세무공무원의 미 진 한 수 사에 한 보 강 지 휘  문제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 과 같은 검찰의 지휘가 아니라 조세범처벌 차

법 제12조의 국세청장 등에 한 보고의무처럼 내부 차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국세청이 형사 차에 한 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수사과

정상 법 차 수  공소유지에 필요한 실체  진술 발견 작업에 한 

지휘가 미진할 가능성이 크다. 

 후자에 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은 범죄구성요건에 한 지식이 부족한 

계로 수사기 에 제출한 말서, 고발서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불특정하

거나 주요내용이 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컨 , 세 계산서 실교부

일자  장소의 조사를 락하고서 허 세 계산서 수수로 고발하는 경우

가 많다.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가 5년밖에 되지 아니한데 비하여 조세범칙행  

발각에 1, 2년의 시간이 걸리다보니 미진한 조사에 하여는 신속한 보완

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시 검사가 이를 개입하여 

수사지휘를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고발된 사건에

서 범죄사실 요 부분에 한 조사가 락된 경우 수사기 이 어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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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4 )  복 조사의 문제 

( 가 )  수 사기 에서의 복 조사 

 세무공무원은 고발 에 이미 사실상 사법경찰 에 하는 방법으로 

의자에 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일반 세무조사 과정을 거치는 경우 

그 이 에 문답서를 한번 더 징구한다. 

 그런데,  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 이후 

수사기 은 동일한 내용으로 피의자를 다시한번 신문한다. 수사기 의 2

차 조사가 세무공무원의 조사보다 더 자세하고 문 이면  신문이 나

름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부분의 경우에는 그 반 인 경우로서 단지 

증거능력 있는 진술의 확보를 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복조사로 인하여 수사기 의 인력  시간이 낭비되는 것

은 물론 피의자는 의미 없이 동일한 조사를 반복 으로 받게 된다. 

( 나 )  공 진 행 단 계 에서의 복 조사

 피의자가 수사기 에서 자백을 했는데 공 정에서 부인하는 경우 공 정

에서 증거조사를 새로 다시 하게 된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조사를 복해

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미없이 재 을 지연시키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 후 고발시에는 

통상 고발서에 의자의 자인 취지의 말서  세 계산서합계표 등 신

고자료만을 첨부하여 고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무상 가장 많은 자료상 

내지 허 세 계산서교부 사범(실무상으로는 고발서상 세 계산서의 교부 

일시, 장소 특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허  세 계산서합계표제출

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의 경우 고발서, 말서, 세 계산서합계표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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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발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때 피의자가 수사기 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고발서를 자백의 보강

증거로 인정하여 기소하게 된다140). 자백을 하고 고발서에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태여 련자를 소환조사하고 물 증거를 추가 압수하

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 정에서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고발서를 부동의하는 경우  

고발서 작성인이 나와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진정성

립을 인정한다고 하여 유죄인정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족할 것이다. 

고발장 기재 의의 원천이 된 물 , 인 자료를 직  확인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자료가 고발서와 함께 인계되거나 아  세무공무원

이 특별사법경찰 리의 지 에서 조사를 하 다면 이러한 재 상 문제

도 모두 해결될 수 있다. 

나. 중점검찰청 설치의 검토

 세무당국과과 수사기  사이의 공조단 의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하여 독일과 같은 검찰청의 설치를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조세범칙사건은 요범죄에 해당하면서도 문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이

다. 따라서 범칙수사 기 단계에서부터 조세 문가인 세무공무원과 형사

문가인 경찰, 검찰이 함께 머리를 맞 고 논의함이 타당하다. 한 조세

범칙사건 수사의 핵심은 장부  융정보의 분석이므로 독일 검찰청

처럼 회계 문가 등 보조인력 채용도 법제도화함이 좋을 것이다.  

 다만, 조세범칙사건이 별도의 조직을 요할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독일 

검찰청도 재 각 지방검찰청의 한 부서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우리 

법제도에 수용할 때에도 각 지방검찰청에 한 부서 내지 한 담검사실에 

이를 설치하는 것이 더 실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140)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이 정부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증거이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는 아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합계표가 허위라는 증거는 고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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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장  결  론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조세범처벌 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

사과정상의 문제 에 하여 살펴보았다. 

 연 으로 조세범은 행정범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국고주의의 시각에서 

그 불법의 가치를 형사범보다 경미하게 보았다. 그리하여 행정청인 과세

청이 실질 으로 즉시승복  형벌재결을 통하여 조세범의 형사 차를 

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세는 국가라는 국민공동체를 유지하기 하여 필요한 공통의 

비용으로서, 우리 헌법상 병역의 의무와 함께 규정된 국민의 양  의무이

다. 따라서 그 불법이 결코 형사범보다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조세범을 

단순히 행정행  반 정도로 가볍게 취 할 수 없다. 

 그리하여 독일은 연방헌법재 소의 헌 결을 기 으로 조세범처벌에서 

행정청의 권한을 배제하고 일반 형사범과 같은 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법

도 비록 통고처분  속고발제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조세범에 

하여 자유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조세범칙사건의 선정기 을 강화

하여 한 조세범칙사건은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 으며, 일부 조세포탈

의 경우에는 속고발권을 배제하는 등 한 조세범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범과 동일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같이 실체법 으로 조세범에 하여 형사범과 동일한 불법을 묻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나 차법 으로는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

무원의 지 조차 불명확하여 조세범처벌 차법령 제정당시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실정이다.  

 행법상 세무공무원은 실질 으로 수사과정인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사기 이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이 이 세무공무원의 조세범

칙조사가 형식화되고 수사기 과의 공조가 단 되어 결국 조세범처벌법상 

세무공무원에게 조세범칙조사를 맡긴 취지에 역행하는 근본 인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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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은 수사를 행한다는 수사기 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고발로써 

행정 차를 마무리짓는 행정기 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리하여 세무공무

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취합보다는 고발장 기재에 필요한 자료 확인

을 더 요시 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수사는 자료의 확인 뿐만 아니라 재

에까지 유효한 자료의 확보도 요함에도 자에만 치우치게 된 것이다. 

 결국 세무공무원에게 조세범칙조사권한  속고발권한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고발 이 에는 일반 수사기 이 사실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음에도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결과물이 일반 인 기 고발시 

제출되는 첨부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게 된다.

 한편으로 세무공무원이 진술자료를 취합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사소송법

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세무공무원 작성 진술자

료는 수사기 에 인계되더라도 참고자료 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수

사기 은 재차 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세법과 마찬가지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을 특

별사법경찰 으로 임명하여 수사기 성을 명백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리고 그 임의수사  강제수사 권한에 하여서도 사법경찰 리의 그것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세법과 같이 훈령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써 

명백히 규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의 세무 문지식  수사기 의 수사 문능력을 활용

하여 조세범에 한 효율 인 수사를 도모하기 하여 독일의 검찰청

과 같은 조직의 설치를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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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the problems about tax 

offense investigation of tax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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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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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 general law on the 

criminal procedure in Korea, rules that none but the prosecutors 

and police should do criminal investigation. However,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vests tax officials with 

authority of tax offense investigation, which is the criminal 

investigation actually. 

 It comes from the theory of the Differentiation of 

Verwaltungsdelikt and Kriminaldelikt and the State Coffer in the 

modern Europe that tax officials can exercise judicial power. The 

former theory distinguished Verwaltungsdelikt, the crime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from Kriminaldelikt, the crime of criminal 

offenses, and empowered the administrative officials to punish the 

Verwaltungsdelikt. The latter theory argued that the reason why 

the tax evaders should be punished was to protect authority of  

the taxation , and so it regards the tax offense as 

Verwaltungsdelik. The theories gave the power of the seiz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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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the coercive investigation to the tax official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denied the theories in 

1967, whereas they still hold in Japan. We succeeded the theories 

of the modern Europe, and so our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has the same system of the Japan, which confer 

the juricial power on the tax officials. 

 A minority opinion argue the tax officials who investigate the tax 

offense should be regard as the police officials, which draw from 

interpretations of the related laws. But the major opinion which  

tells the tax officials are only administrative officials whenever 

they exert the judicial power is reasonable because none of the 

laws provide the rules regarding the tax officials as the police 

power. 

 As a result, the tax officials can investigate tax evaders without 

the control of the prosecutors and they focus on the collecting of 

the materials for not indictment but accusation. And they use the 

method of the investigation which is used for not the indictment 

but the administration. In other word, the methods of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they use. So, there is scarcely the case but tax 

officials giving the collecting material to the police and prosecutor 

because it is possible they have no admissibility of evidence.

 When tax officials investigate the criminals and make reports on 

them, the reports have difficulty in acquir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because the hearsay law of our criminal procedure 

system.

 In the future, the legislation should be done that the tax officials 

investigating tax offense are nominated as the police officials. And 

the method of the investigating should be consistent in the method 

of the police investigating.  Furthermore, 

『Schwerpunktstaatsanwaltschaft』which is the composit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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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of the tax officials, the police officials and the prosecutors 

is expected. 

keywords : tax offense investigation,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ax officials,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Schwerpunktstaatsanwaltschaft

Student Number : 2003-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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