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논문 ｢행정논총｣ 제56권 제2호(2018. 6): 83~108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에 관한 정태이론모형*

박재완**

1)    

<目     次>

Ⅰ. 서론

Ⅱ. 탈세에 관한 선행연구와 포트폴리오모형

Ⅲ.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모형 

Ⅳ. 결론과 정책시사점  

<요    약>

탈세에 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인 세무사가 세무공무원과 담합할 

가능성은 거의 조명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을 도입한 정태이론모형

을 기초로 탈세의 결정과정과 그 비교정학에 의해 정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부

패 가능성을 배제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➀ 부패로 인해 처벌 위험

이 줄어들면서 납세의무자는 더 많은 소득을 은닉한다. 곧 탈세와 세무부패는 보완재로서 상승작

용을 초래한다. ➁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무부패의 이득을 더 많이 누리므로 세무부패는 

소득 분배에 역기능을 끼친다. ➂ 세무공무원에 귀속되는 뇌물 비중이 증가할수록 탈세는 감소

한다. ➃ 세무부패가 없을 때와 달리 세율이 상승할 때 탈세도 증가할 수 있다. ➄ 수뢰기회가 있

으면 지하경제 종사자 등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계해’의 경우 적발확률 증가와 벌칙 강화

의 탈세 억지력이 크게 희석된다. ➅ 벌칙의 한계억지력은 벌칙과 뇌물 비중이 증가할수록 각각 

감퇴한다. 다만 세무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가혹한 벌칙이 효과적일 수 있다. ➆ 탈세의 기대

수익률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 수뢰기회가 없으면 적발확률보

다 벌칙 강화가 효과적이지만, 부패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분석결과에 비추어 부패를 감안하면 탈세 억지에는 선행연구가 주목한 ➀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변수나 ➁ 세율, 적발확률, 벌칙, 세무공무원의 재량 등 정책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

다. 그보다는 ➂ 규범적 측면에서 부패문화를 순화하고 납세의식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시급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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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탈세(tax evasion)는 공동체에 다양한 해악을 끼친다. 곧 ➀ 탈세자는 공공재 공급에 

무임승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늘리고 정부의 예산제약조건을 빠듯하게 만든

다. ➁ 탈세는 과세의 ‘사중(死重)손실’을 늘려 효율을 악화시킨다. ➂ 탈세는 납세의무자

와 세무당국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탈세자의 ‘위험대가’(risk premium)와 당국의 

감독, 세무조사 및 처벌에 수반하는 비용을 증가시켜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 ➃ 탈세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세율체계가 지향하는 소득 분배도 저해한다.

이처럼 역기능이 심각한 탈세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신

뢰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일탈 행위에 대한 학계의 냉소적인 분위기 

때문에 천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선진국의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제

1~2차 석유파동 등의 여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지하경제의 비중을 낮추고 탈세

를 억지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국도 최근 저성장 기조와 확

대일로의 복지지출 등에 따라 재정수지가 만성 적자를 보이면서 정부 빚이 가파르게 늘

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의 상향 조정 못지않게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축소하

는 한편 소득 탈루를 줄여 과세기반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158개국의 1991~2015년 자료로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모형을 적용한 Medina 

& Schneider(2018)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91년 29.13%

에서 2015년 19.83%로 꽤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중 평균 25.7%에 달했다.1) 한국의 탈

세 규모도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추정한 Buehn & 

Schneider(2016)에 따르면 1999년 GDP 대비 6.7%에서 2010년 4.8%로 줄었지만, 여전

히 OECD 회원국 평균 2.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2) 무엇보다도 한국은 경제활동인

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44.3%로 OECD에서 가장 높은 점이 탈세 억지의 최대 걸림돌

로 손꼽힌다. 한편 안종석 외(2016)와 안종석 외(2017)는 201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1) 158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평균 31.9%였다. 볼리비아가 62.3%로 가장 높고, 짐바브웨가 

60.6%로 그다음이었으며, 스위스가 7.2%로 가장 낮고 오스트리아가 8.9%로 그 뒤를 이었다.

2) Feige(2016)는 2010년대 미국에서의 포탈세액(tax gap)을 연간 5천억 달러가량으로 추정한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2012) 추계도 엇비슷해, 2008년 미신고 은닉소득이 실제 소

득의 18~19%인 2천조 달러, 그로 인한 탈세액은 $4.5~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미국에서 

탈세의 가장 흔한 수단은 교회 헌금을 비롯한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부풀리기라고 한다

(Cebula & Feige, 2011). 한편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 2016)은 2014~15 과

세연도의 지하경제로 인한 세수 손실을 360억 파운드(정당하게 냈어야 할 세액의 6.5%), 순수 탈세에 

따른 세수 손실은 52억 파운드로 각각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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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GDP의 7.96%에 달한다면서 2013년부터 3년 연속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규제 등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세 회피 때문

에 빚어진 지하경제 규모는 2011년 기준 GDP 대비 3.4∼4.3%로 추정됐다.3) 

이상의 실증연구들이 뒷받침하듯 그동안 한국에서의 탈세 경로는 꾸준히 위축되었다. 

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도입, ② 정보통신기술 진전과 상거래 기록의 장기 보존, 

③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비롯한 비현금성 결제수단 확산,4) ④ 해외의 자산과 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등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공조 가속화, 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과 범죄수익

규제법 제정 등 ‘돈세탁’ 방지책 도입, ⑥ 국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제3자 세무정보 보

고’(third party tax information reporting) 체계화에 따른 세무정보의 자기검증

(self-checking) 기능 강화 등이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① 마약이나 부정식품 유

통, 성매매, 가짜 유류 판매 등 반사회적 범죄는 물론이고, ② 변호사, 예술인 등 전문직

업인의 인적용역, ③ 과외수업, 보따리상 등의 지하경제활동, ④ 영세 자영업과 소기업, 

그리고 ⑤ 해외은닉자산 등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세원의 투명성이 아직 미흡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탈세에 관한 이론적인 선행연구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공무원과 담합해 탈세를 저지르거나 관여할 가능성은 거의 조명하지 않았

다.5) 하지만 세무업무는 그 속성상 부패의 유혹이 강하며, 특히 징세 기반과 납세의식이 

취약한 신흥국 등에선 세무부패가 탈세와 결합해 상승작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 세무부패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의 신고소득 결정, 세무공무원의 근무 동기와 정책

수단의 효과가 각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특정 세무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라 특

정 부서나 팀 전체가 방조 또는 공모하여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 혹은 사업자나 세무사

와 평소에도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면서 정례적으로 (보험료 성격의) 이른바 ‘떡값’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한다. 

아울러 탈세와 세무부패는 우발적인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세무사나 세

무공무원이 그 비용과 편익을 심사숙고해 저지르는 지능형 일탈 행위이다. 따라서 이들

은 합리적인 가정을 전제로 추상화한 이론모형을 적용하기에 알맞은 주제들이다. 

3) 과소신고분은 2011년 25.5조~26.8조 원으로 정당하게 냈어야 할 세액의 14.4~15.1%로 나타났다. 

세목별 과소신고분은 부가가치세가 11.7조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소득세 6.7조~8조 원, 법인

세 5.9조 원 등이었다. 

4) Awasthi & Engelschalk(2018)이 25개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주민 1인당 전자결제

(electronic payments) 건수는 지하경제 규모와 강한 부(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Virmani(1987), Chu(1990), Hindriks et al. (1999), Acconcia et al.(2003), Fjeldstad (2006), Biswas 

et al.(2012)와 Pappa et al.(2015) 정도가 세무공무원의 부패 또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등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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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탈세 연구를 선도했던 Allingham & Sandmo(1972)의 ‘포트

폴리오(portfolio)모형’을 기초로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interaction)을 정태

(static) 이론모형으로 분석한다. 곧 적발 위험이 수반되는 탈세와 세무부패를 통해 납세

의무자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과 그 ‘비교정학’(comparative statics)을 중심으

로 정책변수들의 영향력과 시사점을 탐색한다. 다만 과거나 현재의 탈세 또는 부패가 

현재나 미래에 적발될 가능성에서 파생되는 탈세와 부패의 동태적(dynamic) 측면은 지

면 제약으로 인해 후속연구로 미룬다.6)

Ⅱ. 탈세에 관한 선행연구와 포트폴리오모형

탈세에 관한 선행연구는 분석적 이론연구과 귀납적 실증연구로 양분된다. 이론연구는 

다시 ①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탈세의 정도에 관해 대표적인

(representative) 납세의무자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학의 포트폴리오모형,7) ② 

탈세를 납세의무자와 세무당국의 게임에서 빚어지는 전략적 선택으로 간주하는 게임이

론의 관점,8) ③ 탈세에 수반하는 심리적 비용에 주목하여 탈세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에 기초한 ‘군집행태’(herding)와 ‘규범 중성화’(norm neutralization)의 과정으로 

보는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또는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s)의 접근 등 3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9) 한편 실증연구는 주로 탈세 동기와 규모의 추정에 중점을 두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① 설문조사, ② 실험, ③ 거시경제변수의 시계열 

분석10) 또는 ④ 미시자료 검증 등 네 갈래의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 가운데 이 논문이 원용한 분석의 틀은 포트폴리오모형이다. 탈세

6) 탈세의 동태적 측면에 관해 Vale(2015)은 개인소득세 포탈에 관한 이산(離散, discrete-time)모형을, 

Lerman(1986)과 Luitel(2014)은 조세사면(tax amnesties)을, Anciūtė & Kropienė(2010)는 리투아니

아 세무당국처럼 세무조사확률이 신고소득에 가변적인 동태모형을, 박재완(2018)은 이질적인 납세의

무자의 ‘2기(two-period) 모형’을 각각 다뤘다. 

7) 그 효시는 Allingham & Sandmo(1972)이다.

8) Hoeflich(1983)이 처음 시도하였다.

9) ‘규범 중성화’가 일반적인 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은 Sykes & Matza(1957)가, 탈세에 관한 역할은 

Scott & Grasmick(1981)이 각각 최초로 분석했다. 

10) 이는 ① ‘국민 계정’의 수입-지출 괴리(discrepancy) 추정법, ② 통화량 수요 접근법 및 ③ 가계조사 

또는 소득세 신고자료 활용법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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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 논의에 앞서 우선 Allingham & Sandmo(1972)를 변용한 

Cowell(1990)을 기초로 세무부패가 없는 기본 포트폴리오모형에서 납세의무자의 탈세에 

관한 결정과 대표적인 정책변수인 벌칙의 효과를 일별한다. 게임이론의 ‘Stackelberg 리

더십’ 틀에 따라, 세무당국을 선도자(leader), 납세의무자를 추종자(follower)로 각각 설

정하자. 곧 세무조사에 따른 탈세의 적발확률(p)과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처벌의 

강도(γ) 등 정책변수는 외생적으로 주어지고, 이 상황에서 대표적인 납세의무자는 기대

효용(EU)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은닉소득(ε)과 그에 따른 탈세의 정도를 결정한다.11) 기본

모형에선 세무부패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탈세가 적발되면 반드시 처벌되며, 벌칙은 포

탈세액과 함께 그에 비례하는 가산세로 구성된다.12) 납세의무자의 실제 소득을 y, 비례

소득세율을 τ라고 하면, 그의 기대효용은 식 [1]로 쓸 수 있다. 

[1]        , 

여기서, E: 기댓값의 연산기호; U: 납세의무자의 효용 수준; U’(C) > 0; U”(C) < 0;

C: 납세의무자의 확률적(stochastic) 소비 수준 또는 세후(稅後)소득;

     탈세가 적발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소비 수준; 그리고

     탈세가 적발될 경우 납세의무자의 소비 수준.

식 [1]을 은닉소득(ε)에 관해 극대화하는 1계(階)(first-order) 조건은 식 [2]와 같다.

[2]   ′    ′

식 [2]가 내부해(內部解)를 갖는, 곧 납세의무자가 소득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은닉

하는 조건은 식 [3]과 [4]로 각각 주어진다. 

[3]      ε=0일 때.

11) 실제로는 적발확률이 일정하지 않고 포탈세액이 클수록 증가하거나 문턱(threshold) 주변에서 불연

속 변화를 보이는 내생성(內生性, endogeneity)을 지닐 수도 있다. 

1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연간 5억~10억 원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포탈

세액 등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하므로 가산세 역시 사실상 누진체계를 띠는 데다 ‘문턱효

과’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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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ε=y일 때. 

식 [3]은 탈세가 실행되려면 그 기대수익률이 0보다 커야 함을, 그리고 식 [4]는 전체

소득의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각각 나타낸다. 이어서 정책변수인 벌칙의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해 1계 조건인 식 [2]를 벌칙 γ로 미분하면 식 [5]를 얻는다.13) 식 [5]로부터 

벌칙이 강화될수록 은닉소득, 곧 탈세가 줄어드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4) 

[5] 

 ″   ″

 ′  ″
  

<그림 1>은 기본 포트폴리오모형에서 납세의무자의 탈세 결정 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횡축은 탈세가 성공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소비 수준(Ce), 종축은 탈세가 적발될 경우 소

비 수준(Cc)을 각각 나타낸다.15) 납세의무자의 ‘예산집합’(budget set)은 빗금친 면적에 

속한 (Cε, Cc)로 이루어진 가능한 모든 조합이다. 점 A는 100% 성실납세, 점 B는 그와 

반대로 모든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이다. 45∘선과 점 D에서 만나는 납세의무자의 등(等)

효용곡선(isoquant)의 기울기는 (1-p)/(-p), 곧 탈세가 적발될 승산(odds)과 같다. ‘예산

선’(budget line) AB의 기울기는 (-τ)이다. 

납세의무자의 최적 선택은 소비의 ‘국지적 비(非)포화성’(local non-satiation) 때문에 

실선 AB의 닫힌(closed) 구간에 위치한다. 곧 합리적인 납세의무자는 예산선과 등효용곡

선의 접점 C에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며, A’C’만큼 탈세하고 세금 C’B’를 납부한다. 이

때 납세의무자의 (불확실한) 기대효용의 수준은 성실히 납세한 점 A나 모든 소득을 은닉

한 점 B보다 높다. 만약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정당하게 냈어야 할 세금 A’B’는 물론 가

산세를 포함한 벌칙 A”C”까지 물어내야 한다. 식 [5]처럼 벌칙이 강화되면 실선 AB의 

기울기가 가팔라져 점선 AE처럼 하향 이동하고 그 경우 새로운 균형점은 점 F가 되며, 

이때 A’F’는 A’C’보다 길이가 짧아지므로 탈세는 위축된다. 

13) 대안으로 ‘음(陰)함수 정리’(implicit function theorem)를 활용해 α를 매개변수의 벡터로 놓고 (∂ε/

∂α)의 부호를 확인할 수도 있다. 기대효용(EU)의 극대치를 V라고 하면, ∂V(ε, α)/∂ε≡0이고, (∂ε/∂

α)=-(∂2V/∂ε2)이므로 (∂ε/∂α)의 부호는 ‘2계(second-order) 조건’에 따라 (∂2V/∂ε2)의 값이 음수인 

한 (∂2V/∂ε∂α)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14) 벌칙 외에 다른 정책변수들의 비교정학에 관한 논의는 Sandmo(2005)를 참조하라. 

15) <그림 1>의 틀은 Mossin(1968)과 Cowell(1990)에서 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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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모형

기본 포트폴리오모형의 소개에 이어, 이제 탈세가 적발되어도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처벌을 모면할 가능성을 허용하자. 현실적으론 

개인의 간헐적인 일탈이 아니라 평소에도 조직적, 정례적으로 보험료 성격의 뇌물이나 

향응이 건네지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힘입어 그런 낡은 관행(routine bribery)은 최

근 입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선 개별 세무공무원 차원

에서 세무사 또는 납세의무자와 결탁해 은밀히 자행하는 임의(random) 부패만 염두에 

둔다.

1. 수뢰의 기회 모형

탈세가 적발될 경우 납세의무자(또는 세무사)가 세무공무원에게 건네는 뇌물의 액수

를 b, 탈세를 적발한 세무공무원 중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수뢰 의사가 있는 취약한 

공무원의 비율을 q(0≤q≤1)라고 하자. 뇌물 b는 은닉소득(ε), 세율(τ) 및 벌칙(γ)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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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것이다. 취약 공무원 비율 q는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할 확률과도 같으므로 

뇌물의 함수이자 적발확률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q의 내생성은 

모형의 복잡성에 비해 분석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아 논외로 한다.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에게 담합과 증뢰를 제의하는 데에 특별한 위험은 따

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말하자면 청렴한 세무공무원이 수뢰를 거절하더라도 증뢰를 

제의한 납세의무자를 고발하거나 벌칙을 중과하는 등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는 일견 불합리한 가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납세의무자나 세무사가 

낯선 세무공무원에게 무턱대고 뇌물을 제안하지는 않는다. 내심으로는 유혹에 이끌리는 

세무공무원이라도 부담을 느껴 수뢰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뇌물은 대부분 세무공무원과 친교망(social network)을 형성하고 있는 친인척, 학교 동

창이나 동료 등 친지 또는 그와 ‘갑을(甲乙)관계’에 있는 세무사가 중개(brokerage) 역할

을 맡는다. 따라서 증뢰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이른바 ‘괘씸죄’ 때문에 따로 불이익을 받

거나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상을 전제로 하면, 납세의무자의 기대효용을 나타내는 

식 [1]은 식 [6]으로 바뀌게 된다. 

[6]          

여기서        적발되지만 증뢰로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 소비 수준;

    곧     

   

≧  


≧  그리고 


≧ 

뇌물 b는 각각 세율 τ, 벌칙 γ와 은닉소득 ε의 함수이지만, 탈세가 적발된 경우에만 

건네진다고 가정했기 때문에16) 적발확률 p의 함수는 아니다. 하지만 적발확률은 탈세액

과 벌칙을 통해 간접경로로 수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발확률이 벌칙과 부(負)의 

인과관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식 [6]을 은닉소득 ε에 관해 극대화하는 1계 

조건은 식 [7]로 간추려진다.

[7]   ′   

 ′     ′

16) 현실적으로는 정확한 은닉소득의 규모도 밝혀지지 않은 세무조사 초기부터 납세의무자나 세무사와 

세무공무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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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정학 분석

이제 경제적 변수와 정책변수의 탈세 억지력을 분석하기 위해 1계 조건인 식 [7]을 

기초로 비교정학을 살핀다. 첫째, 식 [7]을 전(全)미분해 소득수준 변화가 탈세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면 식 [8]을 얻는다. 

[8] 

    ″   


 ″   ″    ,

여기서    
 ″   


 ″ 


 
 ′

               ″ 곧


 


납세의무자가 소득 일부만 은닉하는 내부해의 경우 D1은 음수가 된다. 식 [8] 우변 분

자 둘째 항의 은 탈세가 적발되더라도 뇌물을 건네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 은

닉소득의 ‘순(純)한계수익률’(net marginal rate of return)을 나타낸다. 그런데 식 [8] 분

자식은 부호가 불명확하므로 소득 변화가 탈세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다음 두 가지 가정을 도입하면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➀ 탈세가 적발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의 일정 비율(f)을17)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건

네 처벌을 회피할 수 있고, ➁ 어떤 세무공무원도 탈세자와의 담합에 참여할 (적어도 암

묵적인) 의사가 있다면(q=1), 식 [7]과 [8]은 각각 식 [7’]과 [8’]로 집약된다. 

[7’]   ′      ′   및

[8‘] 

    ″      ″   

여기서    
 ″      ″   

17) 이는 단순한 가정이다. 탈세자와 세무공무원 사이의 ‘공평한 분할’(fair division)에 관한 황금률은 

없다. 뇌물의 비율은 ➀ 포탈세액, ➁ 탈세에 관한 사회적 용인(social tolerance) 정도, ➂ 당사자의 

친밀도, ➃ 담합 빈도와 반복 가능성, ➄ 세법 규정의 모호성과 세무공무원 재량, ➅ 부패 적발 가능

성과 처벌 강도, ➆ 당사자의 자산, 소득, 직급을 비롯한 개인적 속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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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  ≦ 

먼저 식 [7’] 좌변 둘째 항의 τ(1-f-γf)는 은닉소득의 순한계수익률로서 예상한 것처럼 

뇌물 비율(f) 또는 벌칙(γ)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제 새로운 1계 조건인 식 

[7’]을 은닉소득이 전혀 없거나(ε=0) 반대로 모든 소득을 탈루한 경우(ε=y)와 대비해 내

부해의 조건을 구하면 식 [9] 및 [10]을 구할 수 있다. 

[9]       일 때 그리고

[10] 
 ′   

 ′

   

   일 때

식 [9]는 누구도 모든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지는 않는 조건이고, 그 반대로 식 [10]은 

아무도 모든 소득을 은닉하지는 않을 조건이다. 식 [10]에서 탈세의 순한계수익률(1-f-γ

f)은 내부해를 충족하는 경우 음수임을 알 수 있다.18) 여기서 식 [9]와 [10]을 결합하면 

식 [9’]를 도출할 수 있다. 

[9’] 


    


 .

식 [9’]는 세무부패가 만연한 상황에 유용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탈세자

와 세무공무원이 유착해 탈세의 이득을 절반씩(f=0.5) 나눠 가지는 관행이 있다면, 가산

세율이 1보다 커서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을 추징당해야만 탈세를 억지할 수 있다. 각주 

12)에서 기술했듯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유기징역형과 함께 포탈세액의 2~5배에 상

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므로 이런 전제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지지는 않는다.19) 나아가 유

기징역형은 추징세액이나 벌금을 뛰어넘는 고통을 당사자에게 부과하며, 적발된 탈세자

가 겪는 평판(reputation)의 추락 등 낙인(stigma)효과와 장차 세무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18) 탈세의 순한계수익률이 양수이면 납세의무자는 전체소득을 은닉할 것이다. 식 [10] 좌변의 분모는 

전체소득을 은닉했다가 적발되더라도 뇌물을 주고 처벌을 회피한 경우 소비의 한계효용을 나타낸

다.

19)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7201조는 탈세를 범죄로 간주하고 포탈세액 추징 외에 

10만 달러(법인은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스위스는 탈세를 범죄가 아닌 민사 사안으로 보아 조세법원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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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까지 감내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처럼 일견 가혹해 보이는 가산세율도 충분

히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떤 세무공무원도 담합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가정

에서 도출된 이런 결론은 부패가 관행으로 정착된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를 가혹할 정도

로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으로 귀결된다. 그밖에 식 [9’]는 적발확률이 증가할

수록 뇌물비율의 범위가 축소되는 점도 알려준다. 적발하기 쉽거나 수뢰기회가 늘어날

수록 세무공무원의 뇌물 몫이 줄어드는 셈이다. 

식 [7’]을 식 [8’]에 대입한 후 Arrow-Pratt의 ‘절대위험회피도’(degree of absolute 

risk aversion)’를 활용하면 식 [8’]은 식 [8”]로 더욱 축약할 수 있다.

[8”] 

    ′        

여기서   ″ ′ 곧 절대위험회피도.

식 [8”]로부터 은닉소득은 소비의 절대위험회피도가 감소(증가)할수록 증가(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뢰기회가 없는 기본모형보다 덜 제한적인 결과이다. 수뢰기회가 없

으면 은닉소득은 절대위험회피도가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우 부등식 τ(1+γ)≥1이 성립

해야만 증가하기 때문이다.20) 요컨대 절대위험회피도가 감소하는 합리적인 납세의무자

에게는  이 성립하므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뢰기회를 활용할 개연성도 높아

진다.21) 수뢰기회가 탈세의 위험부담을 낮추어 순한계수익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세무부패의 가능성을 무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납세의무자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어 탈세를 자제한다. 그러나 세무공무원과 담합의 길이 열려있다면 

탈세가 적발되더라도 처벌될 위험이 줄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부패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보다 더 많은 소득을 은닉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곧 탈세와 세무부패는 상호보

완재로서 상승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22) 

실증분석결과도 이런 결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예컨대 Baum et al.(2017)이 

1995~2014년 147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직부패 수준과 납세 순응은 역의 관계를 

20) 가산세를 포탈세액이 아닌 은닉소득에 매기면 은닉소득은 등식   
이 성

립하는 경우에만 불변으로 전환된다. 

21) 약간 다른 관점에서 Peters(1979)는 ‘Wagner의 법칙’ 때문에 부유한 국가일수록 탈세가 감소할 것

으로 추론한다.

22) 기업의 탈세 행위를 분석한 Alm et al.(2016)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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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그리고 IRS는 미국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성실납세 수준’(voluntary 

compliance level)이 다른 소득층보다 더 낮으며, 탈세액도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되는 50

대 남성층에서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Sabatini, 2007). 

둘째, 총소득 중 은닉소득의 비율이 소득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은 편(偏)미분 식 

[11]의 부호로 알 수 있다. 이를 구하기 위해 식 [8’]로부터 (∂ε/∂y)를 식 [11]에 대입하고 

1계 조건인 식 [7’]을 활용하면 식 [11’]을 얻는다. 곧 은닉소득의 비율은 ‘상대위험회피

도’(degree of relative risk aversion)’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수뢰기회를 차단한 선행연구에서는 얻지 못한 결과이다. 

[11]       

[11’]      ′  ′       

여기서   ″ ′ 곧 상대위험회피도.

소득 증가에 따라 상대위험회피도가 변화하는 방향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Arrow(1970)를 수용하면, 세무부패가 개입될 경우 총소득 중 은닉소

득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무부패의 이득을 더 

많이 누림으로써 세무부패는 소득 분배에도 역기능을 끼칠 수 있는 셈이다.23) 실증분석

결과도 이와 부합한다. 이를테면 납세의식이 비교적 높은 편인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

아 국가들 사례를 분석한 Alstadster et al.(2016)과 Alstadster et al.(2017)은 자산이 증가

할수록 탈세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개인소득세는 평균 

3% 정도만 포탈되지만, 자산 최상위 0.01% 계층에서는 30% 가까운 소득이 탈루되는 것

으로 보았다.

셋째, 부패에 관여할 의사가 있는 취약한 공무원의 비율, 곧 부패수준이 탈세에 미치

는 영향은 식 [12]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식 [12]가 양의 값을 지니는 조건은 식 [12’]

로 주어진다. 그런데 그 좌변(Cc와 Cb의 한계효용의 비율)은 항상 1보다 크고, 우변(벌칙 

대비 순한계수익률 비율의 절댓값)의 최댓값은 1이므로 식 [12’]는 항상 성립한다. 취약

한 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탈세도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이론모형의 예측처럼 현실도 이처럼 단순 명료하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부패 

23) Hindriks et al.(1999)은 세무부패가 있는 경우 탈세는 소득 역진적이므로 누진세를 제대로 걷기 위

해선 탈세를 적발한 세무공무원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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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증가할수록 공무원들은 마치 ‘잔여 이익 청구인’(residual claimants)과 같이 음

성적인 지대(rent)를 수확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탈세 적발확

률이 높아져 역설적으로 탈세가 감소하는 순기능도 나타날 수 있다.

[12]    ′   ′ 

여기서       곧 탈세액의 순한계수익률.

[12’]  ′ ′   

넷째, 세율이 탈세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가 늘어날 것이

라는 일반적인 추론이나 실증분석결과와 달리, 수뢰기회가 없는 기본모형에선 세율과 

탈세가 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도 포트폴리오모형에서는 세율이 상승

하면 납세의무자의 순소득이 감소해 위험회피성향이 강해지므로 모험에 속하는 탈세를 

꺼린다고 본다. 다만 Graetz & Wilde(1985)를 비롯한 게임이론모형에서는 세율이 상승

할 경우 당국의 세무조사 유인이 강화되어 탈세를 억지하는 순기능을 예측하기도 한다.

국제비교에서도 세율과 탈세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처럼 세율이 높은 선진국들에서는 탈세가 흔치 않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

이 세율이 낮은 선진국들에선 탈세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Buehn & Schneider, 2016; 

Carter, 1984). Frey & Weck(1983)은 그 까닭을 탈세 기회와 그 동기의 구분에서 찾는

다. 곧 세율이 독립변수가 아니라 거꾸로 탈세가 만연한 정도에 따라 세율 수준이 결정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신흥국이나 저소득국에서는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도 늘어나

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모형에서는 세율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

해 식 [13]에서 (∂ε/∂τ)의 부호를 살펴보자. 식 [13]에서 우변 분자의 둘째 항과 넷째 항

은 세율의 대체효과를 나타내는데, 양자는 식 [7’]의 1계 조건에 따라 상쇄된다. 이는 한

계세율이 소득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변화(income-compensated change)할 경우 포탈세

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Yitzhaki(1987)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한편 우변 분자의 

첫째 항과 셋째 항은 세율의 소득효과에 해당한다.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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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처럼 세율의 대체효과가 사라지면 식 [13]은 식 [13’]으로 정리된다. 식 [13’]

에서 우변 분자의 둘째 항은 음수이므로, 상대위험회피도가 감소하거나 적어도 불변이

라면 세율 상승은 선행연구에서처럼 탈세를 억제한다. 반대로 상대위험회피도가 증가하

는 경우 세율과 은닉소득의 변화는    
   

  
 의 조건이 성

립하는 경우에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는 수뢰기회가 없는 기본 포트폴리오

모형에서 절대위험회피도가 감소하는 합리적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세율과 신고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선행연구(Yitzhaki, 1974)의 예측과 다른 결과이다. 

[13’]       
  

  
      

요컨대 수뢰기회가 주어지면 비록 절대위험회피도가 감소하더라도 상대위험회피도가 

증가할 때 세율 상승과 함께 탈세도 늘어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들에 비추어 이런 

추론은 설득력이 있다. 예컨대 선진국 중에선 납세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직부패 수

준이 높은 편인 남유럽 국가들의 2010년대 재정 긴축 사례를 분석한 Pappa et al.(2015)

은 세율 인상이 탈세를 부추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Clotfelter(1983)와 Alm et al.(1991)

도 한계세율 상승이 탈세를 촉진하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세율 상승이 탈세를 촉진하는 근거로 Hansson(1985)과 Klepper & Nagin(1989)은 탈

세에 수반하는 심리적 불안(anxieties)을 들기도 한다. 그들은 심리적 요소가 세율에 따

라 변하지는 않으므로 세율이 상승하면 탈세의 매력도 증가한다고 본다. 요컨대 수뢰기

회가 없으면 세율 상승이 탈세를 억지하지만, 납세의무자와 세무공무원의 담합 가능성

을 허용할 경우 상대위험회피도가 증가하면 세율 상승으로 탈세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추정은 여러 나라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대체로 부합한다. 

다섯째, 뇌물의 비율(f)이 탈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식 [14]의 부호는 음수이다. 

곧 탈세자(취약한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이득이 감소(증가)할수록 은닉소득은 줄어든다. 

이는 직관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14]     ′       

여섯째, 벌칙이 탈세에 미치는 영향은 식 [15]의 부호로 결정된다. 그런데 식 [15] 우변 

분수 첫째 항에서 ≥0이므로 탈세의 순한계수익률이 비(非)양수(nonpositive)

라는 합리적인 전제가 유지되는 한 벌칙 강화는 탈세를 억지한다. (ετ/b)를 σ로, (∂b/∂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에 관한 정태이론모형 97

ε)(ε/b)를 로 각각 대체하면, 좌변 분수의 둘째 항은  ″   로 

간추릴 수 있다. 따라서 벌칙이 탈세에 억지력을 지니는 충분조건은 ≥σ, 곧 은닉소득

에 대한 뇌물의 탄력성(elasticity)이 뇌물 대비 탈세액 비율을 초과하거나 같아야 한다. 

이는 곧 탈세의 순한계수익률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을 뜻한다.

[15]    ′    ″ 

              ′    ″    

이상의 논의는 결국 내부해에서는 벌칙이 탈세를 억지하지만,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모든 소득을 숨기는 경계해(境界解, corner solution)의 경우 벌칙의 억지력이 그

다지 없음을 시사한다. 때에 따라 벌칙 강화는 오히려 납세의무자와 세무공무원의 담합 

유인을 강화해 뇌물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는 수뢰기회가 없는 기본모형에서 벌칙이 

항상 억지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식 [5]와 사뭇 다른 결과이다. 

소득 원천의 유형이나 세무조사확률이 이질적(heterogeneous)이면 일부 소득만 은닉

하는 것보다 전체소득을 은닉해 ‘유령’(ghost)을 자처하는 편이 더 나은 셈이다. 마약 유

통이나 성매매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는 물론이고, 과외수업, 미술품과 골동품 거래, 밀

수, 유사휘발유 판매, 국경을 넘나드는 보따리상과 노점상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 등 지

하경제활동 종사자가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해외은닉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자본소득

의 탈루나24)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도 비슷한 사례이다. 140개국 자료를 분

석한 Bachas et al.(2018)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무집행(tax enforcement)의 정

도는 신고소득의 크기에 비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

고, 그 결과 이들의 납세 순응도는 다른 계층보다 훨씬 높았다.25) 

식 [15]를 식 [15’]로 변환하면 또 다른 직관을 얻을 수 있다. 식 [15’]에서 벌칙이 탈세

를 억지하려면,     , 곧 탈세의 순한계수익률이 (뇌물을 차감한 소비 수

준에서 평가한) 절대위험회피도와 탈세액의 곱의 역수보다 작아야 한다. 나아가 식 [15’]

는 은닉소득, 세율, 뇌물비율 또는 벌칙이 각각 증가하거나 강화될수록 벌칙의 한계억지

24) Johannesen et al.(2018)은 2008년 IRS가 미국인의 해외계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그때까지 대부

분 성실납세자였던 6만여 명이 추가로 120억 달러의 해외자산을 신고했으며, 그에 따라 연간 25

억~40억 달러의 자본소득이 새롭게 포착되고 7억~10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됐다고 추정한다.

25) Bachas et al.(2018)은 이처럼 신고소득 규모에 의존하는 낡은 세무집행에서 탈피하면 총요소생산

성이 0.8% 향상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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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marginal deterrence)이 약화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말하자면 벌칙이 이미 상당한 수

준에 이른 경우 추가로 벌칙을 강화해도 그 한계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뇌물비율이 꽤 높으면 벌칙 강화의 한계억지력은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 탈세액에서 

차지하는 뇌물비율이 증가할수록 담합은 더욱 견고하고 안전해지므로 벌칙의 효과가 제

약되기 때문이다.26) 

[15’]    ′       

그밖에 식 [15’]는 절대위험회피도가 낮은 납세의무자일수록 벌칙의 억지력이 강화되

는 점도 보여준다. 이로 미루어 절대위험회피도가 감소하는 합리적인 납세의무자의 경

우 벌칙 강화는 고소득자에게 더 효과적이지만, 다른 한편 소득 증가와 함께 은닉소득도 

증가해 식 [15’]에서 우변의 분모 역시 변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양자의 순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역시 부패 가능성을 차단한 기본모형에서는 도

출할 수 없었던 결과이다.

<그림 2>는 벌칙의 탈세 억지력에 관한 논의를 집약하고 있다. 예산집합은 이제 (Ce, 

Cc)가 아닌 (Ce, Cb)로 이루어져 있다. 점 A와 B의 좌표는 각각 ((1-τ)y, (1-τ)y)와 (y, [1-

τf(1+γ)]y)이고, 실선 AB의 기울기는 Ω이다. 만약 벌칙이 [(1-f)/f]보다 약하면 점 B의 

경계해가 도출된다. 따라서 벌칙 강화가 예산선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바꾸지 못하면 

탈세는 억지하지 못한 채 뇌물만 늘어난다. 예컨대 벌칙을 강화해도 균형점을 점 B에서 

C로 이동시키는 선에서 그치면 여전히 경계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 B와 C의 수직 

격차만큼 뇌물이 증가한다. 하지만 벌칙이 균형점을 점 E로 이동시킬 정도로 충분히 강

력하면 내부해가 파생되며, 이때 점선 EF는 뇌물의 크기에 해당한다. 

한편 벌칙의 억지력에 관해 인지과학과 행동과학에서 제기된 흥미로운 논점도 빠뜨릴 

수 없다. Roth & Witte(1985)는 납세의무자의 태도에 ‘정박(anchoring) 효과’가 작용해 

탈세라는 도박을 부추긴다고 보았다. 곧 납세의무자는 환급받을 세금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지만,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아깝게 여겨서 모험도 감수한다는 것이

다. 이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고통이 다른 것을 획득하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본 

Kahneman & Tversky(1984)의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요컨대 ‘체험적인 손실 회

피’(heuristic loss aversion) 심리를 지닌 모험적인 탈세자에게는 벌칙의 억지력이 희석

26) 맥락은 다르지만 Acconcia et al.(2003)도 세무부패의 가능성이 있으면 탈세에 대한 벌칙의 부패 

억지력은 불명확하며,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는 세무공무원의 지대를 줄여서 부패를 억지하지만, 

탈세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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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주장이다.

다소 장황했던 벌칙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수뢰기회가 없으면 벌칙이 

탈세를 억지하지만, 세무부패가 작용할 경우 그 인과관계의 방향과 크기를 단정하기 어

렵다. 특히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지하경제활동 종사자에게는 적발확률과 벌칙의 

효과가 크게 희석될 수 있다. 아울러 탈세에 대한 벌칙의 한계억지력은 벌칙이나 탈세의 

이득 가운데 뇌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감퇴한다. 다만 세무부패가 만연해 관

행으로 정착된 상황에서는 가혹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벌칙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일곱째, 적발확률이 탈세에 미치는 영향은 식 [16]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무조사확률

이 상승하면 등효용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져 탈세가 줄어든다. 하지만 더 무거운 벌칙

이 오히려 수뢰 유인을 강화하는 것처럼, 세무조사 빈도가 증가하면 수뢰기회도 늘어난

다. 식 [16]에 따르면, 벌칙의 경우처럼 탈세의 순한계수익률이 비(非)양수로 머물러야만 

적발확률이 억지력을 지니는 충분조건이 충족된다. 이때 균형점에서 Cb와 Ce의 ‘한계대

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은    ′  ′로 주어진다. 

[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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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든 세무공무원의 윤리의식이 취약해 수뢰 의사가 있는 극단적인 경우(q=1), 식 

[16]은 식 [16’]으로 축약된다. 뇌물비율(f)의 최솟값은 0이므로 탈세의 순한계수익률(Ω)

은 최댓값이 1이 되고, 음수인 D2에 비추어 식 [16’]의 값도 늘 음수가 된다. 곧 탈세의 

순한계수익률이 Cb와 Ce의 한계대체율보다 작아지는 것이다. 수뢰기회가 없으면 탈세의 

적발확률(세무조사 빈도)이 상승할수록 탈세가 감소하지만, 세무부패의 가능성을 허용하

면 수뢰기회도 늘어나 탈세 억지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16’]    ′   ′   

끝으로 벌칙의 확실성(certainty)과 강도(severity) 중 어느 쪽의 효과가 더 큰지 살펴보

자. 탈세의 기대수익률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적발확률과 벌칙의 다양한 정책조합

(mean-preserving policy mix)이 지니는 효과를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벌칙 강화

가 적발확률 제고보다 탈세 억지력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사정책에 관한 기념비

적 연구인 Becker(1968)는 그 핵심 논거로 조사(수사)에는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벌칙

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든다. 비슷한 결론은 세무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한 

기본 포트폴리오모형에서도 손쉽게 도출된다. 

그러나 수뢰기회가 있으면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수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탈세의 기대수익률은 [1-{pb(ε, γ, τ)/ετ}]이다. 이제 적발확률

을 낮추는 대신에 벌칙은 강화해 기대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자. 그러면 Cb와 

Ce의 한계대체율이 감소하면서 등효용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진다. 하지만 예산선 기울

기인 (τy-b)/τy는 식 [17]의 부호에 따라 등락한다. 

[17]    

그런데 식 [17]의 첫째와 둘째 항은 각각 양수이지만 셋째 항은 음수이다. 만약 식 [17]

의 부호가 음수라면 그와 같은 정책 변화는 예산선 기울기를 증가시켜 (납세의무자가 

당초 내부해에서 최적 상태에 있는 경우) 탈세를 오히려 촉진하게 된다. 비록 식 [17]의 

부호가 양수로 판명되어도 등효용곡선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이 예산선 기울기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으면 은닉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다.27) <그림 3>에서 점 C로부터 

27) b가 τy보다 크고 γ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곧 예산선이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띠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에 관한 정태이론모형 101

점 D로의 이동이 그런 경우이다.

요컨대 탈세의 기대수익률을 중립으로 유지하는 경우 수뢰기회가 없는 선행연구에서

는 벌칙 강화가 적발확률 제고보다 탈세 억지에 효과적이지만, 세무부패의 가능성을 열

어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실제로 2만 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Bérgolo et al.(2017)에 따르면, 벌칙보다 세무조사확률 증가가 마치 허수아비가 참새

를 쫓아내듯이 탈세 억지에 훨씬 효과적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교정학 분석은 탈세 가능성을 배제한 기본 포트폴리오모형에서 얻

지 못하거나 기본모형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IV에서는 III의 분

석결과를 정리하고 그 정책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한다. 

Ⅳ. 결론과 정책시사점

이 논문은 속성상 유혹에 취약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나 세무사와 결탁하는 세무부패

가 탈세와 상승작용을 할 가능성, 그리고 탈세와 세무부패가 지능형 일탈 행위라는 점에 

착안하여 포트폴리오모형을 기초로 양자의 교호작용을 정태이론모형에 의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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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적발 위험이 수반되는 탈세와 세무부패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

는 과정과 그 비교정학을 중심으로 정책변수들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부패 가

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세가 적발되더라도 처벌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부패 가능

성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은닉한다. 곧 탈세와 세무부패는 상호보완재로서 

상승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세무부패의 이득을 더 많이 

누릴 개연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세무부패는 소득 분배에도 역기능을 끼친다. 셋째, 포

탈세액 가운데 부패에 취약한 세무공무원에게 귀속되는 뇌물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납세

의무자의 기대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는 감소한다. 넷째, 수뢰기회가 없으면 세율 

상승이 탈세를 억지하지만, 납세의무자와 세무공무원의 담합 가능성을 허용하면 절대위

험회피도가 감소하더라도 상대위험회피도가 증가할 경우 세율 상승과 함께 탈세도 증가

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은 여러 나라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대체로 부합한다. 

다섯째, 수뢰기회가 없으면 탈세의 적발확률(세무조사 빈도) 증가와 탈세에 대한 벌칙 

강화가 탈세를 억지한다. 그러나 세무부패가 작용하면 양자의 인과관계에 관한 방향과 

크기를 단정하기 어렵다. 더 무거운 벌칙이 오히려 수뢰 유인을 강화하는가 하면, 더 잦

은 세무조사로 수뢰기회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아예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지하경제활동 종사자 등에게는 적발확률과 벌칙 강화의 효과가 크게 희석된다. 여섯째, 

탈세에 대한 벌칙의 한계억지력은 벌칙과 뇌물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감퇴한다. 곧 벌칙

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 추가로 벌칙을 강화해도 그 한계효과는 크지 않으며, 

다른 한편 뇌물 비중이 높아지면 담합이 견고해 벌칙의 효과가 제약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무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가혹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벌칙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일곱째, 탈세의 기대수익률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변화를 도모하는 경우 

수뢰기회가 없으면 벌칙 강화가 적발확률 제고보다 억지력이 강하다. 하지만 세무부패

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그런 변화는 오히려 탈세를 촉진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여러 실증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Richardson(2016)이 

45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요인들보다 비경제적 요인들이 탈세에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이 복잡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서비스부문에 가까울수

록, 그리고 조세 정의와 도덕성에 관한 인식이 낮을수록 각각 탈세가 증가한 것이다. 이 

논문이 주목한 세무부패도 그런 비경제적 요인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Treisman(2000)에 따르면, 개신교 전통, 영국의 지배 역사, 경제발전, 대외개

방의 정도가 각각 강하거나 높을수록 공직자의 부패수준은 낮았다. 58개국 자료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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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Réthi(2012)에서는 개인주의, 법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신앙심이 각각 강하거나 높을

수록 탈세 수준이 낮았다. 한편 Cerqueti & Coppier(2011)는 세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

는 영향력은 세무부패의 정도(shame effect)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28) 비슷한 관점

에서 Fortin et al.(2007)은 납세에 관한 사회적 순응(conformity)이, 그리고 Bazart et 

al.(2016)은 행태가 이질적인 납세의무자들의 교호작용이 각각 탈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한편 Erard & Feinstein(1994)은 납세자의 상당수가 포트폴리오모형의 

예측처럼 소득 탈루에 따른 보상(reward) 또는 위험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탈세의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정직해서 탈세는 무조건 배제하는 ‘상습적인 

성실납세자’(habitual complier)라고 추정했다. 

앞서 정리한 탈세와 세무부패의 교호작용모형 분석결과는 이상의 논의들을 뒷받침한

다. 곧 세무부패를 염두에 두면 탈세 억지에는 선행연구가 주목했던 기본 포트폴리오모

형의 ➀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변수나 ➁ 세율, 적발확률, 벌칙, 세무공무원 재량 등 정책

변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➂ 규범적 측면에서29) 부패 관

행과 문화를 순화하고 납세의식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시사점

은 감성이나 낙관적 기대에 입각한 강성 일변도의 정책과 주먹구구식 제도에서 파생되

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논문의 교호작용모형은 탈세와 세무부패의 동태적 측면을 배제했고, 탈세와 

세무부패의 적발확률, 그리고 취약한 공무원 비율이 지니는 내생성을 각각 논외로 하여 

모형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문제점이 있다. 반대로 분석적 모형은 합리적 행위자에게는 

적합할지 몰라도, 납세의무자와 세무공무원은 치밀한 계산보다 경험과 관행에 따라 감각적

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높아 분석결과를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탈세와 세무부패의 동태적 측면과 적발확률의 내

생성 등을 반영해 이론모형을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부패 관행과 문화를 순화하고 납세의

식을 끌어올리는 정책의 개발에 연구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8) 하지만 기업 차원의 탈세는 세무부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역으로 세무부패의 정책변수도 탈세

에 체계적인 영향이 없다는 Goerke(2008)의 반론도 있다. 

29) 이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는 Slemrod(2007)를 참조하라. Garcia et al.(2018)이 세무행정의 초점을 

집행(enforcement)보다 납세 순응(tax compliance) 규범의 확립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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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ic Models of Interaction between Tax Evasion and Corruption

Jaewan Bahk

The literature on tax evasion largely ignores the role of tax officials, especially the 

temptation of corruption due to the very nature of their jobs.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s 

of policy measures and derives their implications based on comparative statics from static 

models of interaction between tax evasion and corruption. Several conclusions of the 

standard literature are modified as follows. ➀Taxpayers conceal more income since tax 

evasion becomes less risky. That is, tax evasion and corruption encourage each other. ➁The 

rich benefit more than the poor from opportunities for bribery, and thus corruption 

adversely affects income distribution. ➂An increase in the tax rate may facilitate tax evasion 

unlike the case without corruption. ➃Tax evasion declines as the fraction of gains from 

evasion transferred to tax officials in the form of bribery increases. ➄The penalty and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may not discourage non-filers or blatant evaders. ➅The marginal 

deterrence of a penalty diminishes as the penalty or portion of bribery goes up. A harsh 

penalty scheme against tax evasion may be inevitable, however, when tax corruption is 

rampant. ➆A policy change for a ‘mean-preserving spread’of the expected rate of return is 

likely to produce adverse results. Corruption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economic 

factors or policy measures that the literature has focused on may not be as effective as 

expected. Rather, a high priority must be placed on enhancing the normative aspects, 

including tax culture, practice, and morale. 

【Keywords: tax evasion, tax corruption, interaction, deter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