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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행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이 되기 전에 예정신고

를 하고 이에 따라 세액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가산세를 부담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예정신고가 

없거나 잘못되었으면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예정신고가 있은 다음에 세액을 납부하

지 않으면 징수처분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예정신고가 있고 각각의 예정

신고 세액의 합계가 과세기간 종료 후에 확정신고되어야 할 세액과 일치하지 않아 

‘정산’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은 확정신고로 소멸할 수 있다.

문제는 예정신고로 확정시킨 세액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느

냐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 세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긍

정하고, 그 결과 예정신고 세액에 관한 징수처분이 확정신고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한다. 이러한 견해를 ‘잠정적 확정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예정신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법 이전의 사건에 

관한 것이고, 적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법 하에서는 다른 결론－곧 ‘종국적 

확정설’ －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예정신고를 

과소하게 한 경우 가산세를 물릴 정도로 납세자가 예정신고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면서, 막상 그러한 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납세자의 일방적 

행위로 소멸될 수 있다고 해석함은 체계정합적(體系整合的)이지 않다는 데에 근거

한다. 그 결과 잠정적 확정설의 결론처럼 납세자가 예정신고 세액보다 작은 세액으

로 확정신고를 하여 바로 환급의무를 발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자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일반론에 따라 통상의 경정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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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을 시작하면서

1. 도입

흔히 우리나라의 다양한 세목(稅目)을 신고납세 세목과 부과과세 세목으로 구분

한다.1) 신고납세 세목의 경우 물론 납세자는 개별 과세단위에 관하여, 일정 시점

에 가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세관청에 알려야 할, 곧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2)

그런데 어떤 세목은 이러한 ‘신고’를 다시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누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이와 같이 ‘예정’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3) 

이때 원래 의미의 신고는 이와 대비시켜 ‘확정’ 신고라고 부른다.4) 그리고 상세한 

것은 차차 논의하게 되겠지만, 이들 두 세목에서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에 대하여 

갖는 상대적 의미는 점점 더 강해져서,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확정신고를 상당 

부분 대체하는 지위에 있다고도 평가할 여지가 있다.

2. 논의의 방향과 범위

이처럼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모두 각각의 세목에서 중요한 역

1) 이창희, 세법강의, 제13판(2015년판)(박영사, 2015), 136-140쪽; 임승순, 조세법, 2015년

도판(박영사, 2015), 181-182쪽.
2) 특히 소득세법은 이러한 신고와 관련하여 굳이 ‘과세표준을 신고’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이 글에서 주로 문제 삼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105조 제1항(예정신고), 제

110조 제1항(확정신고)은 물론 종합소득세에 관한 제70조 제1항이나 퇴직소득세에 관

한 제71조 제1항에서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는 예컨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신고’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도 구별된다. 하지만 어차피 과세

표준과 세액은 1대 1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고, 소득세법에 관한 실무 역시 세액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므로(예컨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참조), 이러한 소득세법의 규정 내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3) 소득세법 제105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예정신고와 

납부’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69조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

차익예정신고와 납부’라는 제목인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더

라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경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때 양도

소득세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생긴 규정으로 여겨진다. 이 제69조의 예

정신고에 관하여는 많은 부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소득세법 

제69조 제5항),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관하여 더 이상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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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담당하는데, 이 글에서는 지면(紙面)의 제약 등 이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에 범위를 국한하여 논의한다. 기본적으로는, 우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조세절

차법의 일반적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를 ‘확정’5)시키는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러한 ‘확정’의 효력이 다른 일반적인 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

국적’인 것인지, 아니면 뒤따르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잠정적’인 것인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종국적 또는 잠정적 

확정’의 문제는 이미 종종 논의되어 온 것인데,6)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들

을 검토하여 보고 어느 견해가 옳은지에 관한 필자 나름의 결론을 내어보고자 한

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서 특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의 대립이 문제되는 국면이 의외로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궁극적으로 예정신고에 따른 ‘확정’의 효력을 확정신고로 

‘수정’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서 문제됨에 그치며,7) 따라서 이에 대한 결론 역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도출되어야 한다.

한편 원래 ‘확정’이란 우리나라의 조세절차법 이론 체계－이 글에서는 조세채

권의 발생과 그 범위 결정을 위한 ‘실체’적 요건과 별개로, 그러한 조세채권이 ‘성

립’⋅‘확정’된 다음 바로 만족을 얻거나 또는 법적 분쟁을 거치거나 한 다음 소멸

하기까지 거치게 되는 일련의 ‘절차’에 관하여 세목(稅目)을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 이론 체계를 가리킨다－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개별 세법의 규정들 중 ‘확정’을 적용 요건의 하나로 정하는 경우

들이 있다. 다른 곳에서 지적된 것처럼,8) 그러한 규정들로서는 우선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우선권에 관한 같은 법 제35조

5) 이러한 ‘확정’ 개념은 국세기본법 제22조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며, 이로 인하여 추상

적으로만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한 납세의무가 비로소 구체적인 납세의무 또는 조

세채무로 전환－곧 ‘확정’－된다고 설명함이 보통이다. 그리고 납세의무의 가장 중

요한 내용이 그 액수, 곧 세액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2조는 그 제목에서는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막상 동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세액이 확정’된다

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의 

확정’과 ‘세액의 확정’이라는 표현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

하는 ‘확정’은, 신고라는 말의 앞에 붙는 수식어인 ‘확정’이라는 말과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 즉, 이 글의 결론과도 직접 연결되는 것이지만, ‘확정신고’라는 말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확정’과 무관하다.
6)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에 관하여는 특히 아래 V.2.에서 살펴본다.
7) 이 점에 관하여는 특히 아래 V.1. 참조.
8) 이창희(각주 1), 127-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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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도 ‘확정’ 개념이 

중요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예정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

그것이 ‘종국적’인 것이든 ‘잠정적’인 것이든－된다는 결론이 이러한 특정 실정

법 규정들의 맥락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살펴보고자 한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현행법에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못지않은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소득세법의 태도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는데,9) 이러한 입법론적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또 이미 말했듯이 이 글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

고의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나아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몇몇 측면에서 양도소

득세 예정신고와 성격이 다른 점이 있고, 이 때문에 이 글에서 제시하는 결론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견해를 제시하지 않

는다.10) 이들 논점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를 기약한다.

 

3. 논의의 순서

이 글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에서 다루

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략

하게 살펴본다(II.). 다음으로 조세절차법이나 그 밖의 구체적 세법 규정에서 ‘확정’

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는데, 특히 이를 조세절차법 체계 전반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소 상세히 언급하도록 한다(III.). 다음으로는 나아가 양도소

득세 예정신고가 이러한 의미의 ‘확정’을 가져오는 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

제될 수 있는 몇몇 쟁점 별로 살펴본다(IV.). 이어서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

고가 갖는 ‘확정’의 효과가 ‘종국적’인 것인지 아니면 ‘잠정적’인 것에 불과한지에 

관한 논의로 들어간다. 먼저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문제되는 국면을 분명히 하면

9) 전대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 조세법

실무연구 II (2010년 하)(재판자료집 제121집)(법원도서관, 2010), 321쪽에서는 양도소

득세 예정신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조기 징수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예정신고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

는’다고 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1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관하여는 정기상,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대상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스티스, 통권 

제131호(한국법학원, 2012. 8), 313쪽 이하가 납세의무 확정의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

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각각 ‘세

목의 성격, 과세체계 등의 측면에서’ 다른 점이 제법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결론

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위 글,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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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의 논의와 판례를 살펴보고 특히 현행법 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따져본다(V.). 특히 이때 두 견해의 우열을 따질 때에는 추상적⋅규범적으로 두 견

해 중 어느 것이 우리나라 조세절차법 체계 일반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입장인지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체계 정합성(體系整合性)’－에 판단 기준을 두고 살펴

보고자 한다. 현실적⋅실증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과세행정의 효율이라든지 일반적 

의미의 공평을 들어 이들 견해를 평가하지는 않는다(그러한 평가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님은 물론이다). 그 다음 두 견해 중 어느 것을 취할지에 따라 관련된 

쟁점에서 각각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여 본 후(VI.), 그동안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글을 맺도록 한다(VII.).

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도 일반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존재 의의와 연혁

(1) 존재 의의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 3개의 소득세 과세단위 중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만 예정신고 제도를 두는 이유가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다.11) 다만 실제로는 

예정신고가 신고로만 끝나지 않고 세액의 납부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규정12)하고 

있음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가 납세의무의 존재를 미리 파악할 수 있

도록 하면서 동시에 관련된 세액을 조기(早期)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

도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비록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11)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간

예납 제도가 있다(소득세법 제65조). 이는 과세기간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국가가 세액

의 징수에까지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비슷하기도 하지만(소득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납세자의 신고 없이 과세관청이 바로 일정액에 관한 부과처분

을 할 수 있다거나 부과처분의 액수가 어림짐작에 가깝다는－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이때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세액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

세액의 절반이다－점에서는 많이 다르다. 기간과세 세목에서 예정신고와 중간예납을 

같은 선상(線上)에 올려놓고 설명하는 문헌으로는 소순무, 조세소송, 개정7판((주)영화

조세통람, 2014), 22쪽.
12)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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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간과세 세목에 속하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주된 과세대상인 부동산이

나 비상장(非上場) 주식의 양도 거래가 개인에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니라는 점에도 

예정신고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특정 개인에게 1년에 두 건 

이상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과세대상 거래가 일어났을 때, 굳이 한 해가 다 끝

나기를 기다려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중간

예납의 경우와 달리 심지어 1년 과세기간의 절반도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 의무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13)

(2) 연혁

우리나라에 양도소득세가 생겨난 것은 1974년 말 소득세법 전문개정14) 때이다. 

이때 이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존재하였고15) 세액도 함께 납부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16) 그리고 이와 같이 예정신고를 한 다음 세액을 ‘자진납

부’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정하였다.17) 예정신고 제도

의 이러한 기본적 얼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진 2009년 말 소득세법 개정18) 때

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기본적 내용

(1) 기본 내용

예정신고 제도 하에서는 납세자가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양도가 있은 시

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19)에 해당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된 양도거래의 손익이 없거나 아예 손실, 즉 양도

13) 임승순(각주 1), 549쪽은, 예정신고와 이에 따른 납부 제도가 국가의 입장에서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부담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

련’되었다고 설명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세부담의 누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실제

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전대규(각주 9), 320쪽도, 특히 현재에

는 예정신고가 ‘사실상 국가의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착화’되었

다고 지적하고 있다.
14) 1974년 12월 24일 법률 제2705호 개정.
15) 1974년 말 개정 소득세법 제95조.
16) 1974년 말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17) 1974년 말 개정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18)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897호 개정.
19)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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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손만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는 존재한다.20)

한편 2010년 이후부터는 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21)22) 물론 

결과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의 형식만 놓고 본다면, 현재의 예정신고는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制裁)의 성격을 가짐이 분명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의미

에서 종래와 달리 ‘완전한’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할 여지도 있다.23)

(2) 확정신고 의무의 존재 여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별도로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24)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즉 현행법에서 예정

신고를 한 다음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 ̇ ̇ ̇  것은, 1년의 과세기간 내에 부동산 소유

권이나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25)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 한정된다.26)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 예정신고를 한 사람이 일정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됨으로써, 예정신고를 한 사람

도 확정신고를 하는 편이 (적어도 형식논리적 측면에서는) ‘원칙’인 듯 읽힌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 ̇ ̇ ̇  경우란, 반대로 확정신고

되는 세액이 예정신고의 세액(또는 둘 이상의 예정신고로 신고된 세액의 합계)과 

20)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이 이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1) 신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47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의 괄호 부분에는 모두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신고’에 예정신고가 포함된다

는 문언이 들어 있다. 또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47조의4 제1항 

역시 괄호 부분에 비슷하게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언급을 두고 있다.
22)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펴내는 개정세법 해설자료인 2009 간추린 改正稅法, 17쪽에 따

르면, 이때 예정신고에 대하여 부여하는 세액 공제의 혜택을 폐지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23) 전대규(각주 9), 321쪽의 표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

라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24)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본문.
25)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표현에 따르면,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이는 소득

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

을 받는 경우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열거

된 자산을 말한다.
26)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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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비록 그것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도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는 않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27) 

다시 말해 법에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이리라는 것인데, 이 점은 현행법에서 예정신고가 갖는 의미를 특히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

(3) 확정신고를 통한 ‘정산(精算)’과 ‘수정(修正)’의 문제

1) ‘정산’ 확정신고

또 다르게 말하면 확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둘 이상의 예정신고가 있었

고, 이때 확정되거나 납부되기까지 한 세액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정산’의 필요성

이 있는 경우이다. 우선 각각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합산28)되는 과정에서 정산의 필요성이 생긴다. 또 차익만이 합산될 때에도 누진세

율의 적용이 있으면 역시 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앞의 경우인데, 이때에는 예정신고 때 납부받

거나 징수할 수 있게 된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그 후의 (양도차손을 반영한) 확정

신고 때문에 환급하여 주어야 하거나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29) 뒤의 경우－즉 차익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물론 납세자가 확정신고

27) 국세청이 펴내는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양도소득

세 예정신고의 건수는 488,251건인데 반하여, 확정신고는 28,205건이 이루어졌을 따름

이다(예정신고 건수의 약 5.8% 남짓). 금액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약 6조 4,987억 원 대 약 2,772억 원으로 역시 비슷한 상대적 비율을 보인다(예정신고 

결정세액의 약 4.3% 남짓).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127쪽(이 자료는 국세청 웹사

이트의 다음 링크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다. http://www.nts.go.kr/info/info_03_02.asp?minfo

Key=MINF4920080211210012&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
28)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자산의 종류 별로 이러한 합산이 이

루어진다.
29) 소득세법 제117조. 이 규정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예정

신고 때 납부된 세액 등 이런저런 이유로 미리 납부된 세액－실무상 흔히 ‘기(旣)납

부세액’－이 오히려 이러한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급은 과세기간 별로 이러한 결정세액이나 기납부세액이 산정되는 시

점, 즉 확정신고의 시점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혹시 

‘예정신고 산출세액’에 관한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의 ‘산출세액’이 혹시 음수(陰數)

로 나오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에 그치고 이 시점에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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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차액을 단순히 추가 납부하면 된다.

2) ‘수정’ 확정신고

다른 방향으로 문제되는 것은 꼭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납세

자 스스로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그 한 예로, 납세자가 보기에 예정신

고를 잘못 했다거나 하여 확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경우를 생각하

여 볼 수 있다. 이때에도 예정신고보다 더 늘려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더 줄여서 하고자 하는 경우가 모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예정신고를 

‘수정’하는 의미를 갖는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는 소득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점－그 중에서도 줄여서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은 특히 이 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아래 V.에서 따로 살펴보

도록 한다.

Ⅲ. ‘확정’의 의미

1. 신고와 확정

(1) 납세의무의 ‘확정’과 그 전제로서 ‘성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개념은 말할 나위도 없이 ‘신고’와 ‘확정’이다. 

여기서 ‘확정’이란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의 확정’ 또는 ‘세액’의 확정

이다. 국세기본법이나 이를 토대로 한, 확립되어 있는 조세절차법 이론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그 발생에 관련된 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먼저 ‘성립’하고, 뒤이어 

또 일정한 다른 법률요건이 충족됨으로써 ‘확정’된다.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사건을 규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2 각 호이다. 이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각 경우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

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다시 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환급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이해한다. 다만 실제로 과세 실무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까지 미처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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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사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30)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경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새김이 옳다.31)

(2) 납세의무 확정의 행정법적 성질－ ‘확인’

이러한 신고는 과세관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인 사인(私人)이 하는 것이

기 때문에, 흔히 ‘사인의 공법행위(公法行爲)’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된다.32) 

한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신고와 그 기능이 다르지 않은 과

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은 흔히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그리고 행정법학자들은 

이를 행정행위 중에서도 다시 ‘확인’의 범주에 넣는다.33) 여기서 그 당부(當否)를 

따질 여유는 없지만, 아무튼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이해이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의 

‘확정’은 곧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추상적 납세의무라 부르기도 한다－의 존

부(存否)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신고’ 역시 이미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

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34)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30) 물론 잘 알려진 것처럼, 이른바 ‘자동확정 방식’이라고 해서,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

시에 별도의 사건 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으나(이에 관하여는 우선 이창희(각주 1), 

139쪽), 중요한 예외인 원천징수의무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다른 사례가 많지 않으므

로, 이 글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호의2 제2호와 제5호, 그리고 제3호 본문은 납세의무 확정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모두 ‘결정’만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나 결정이 잘못된 경우 

개별 세법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하게 되는데(예컨대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이러한 경

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대로 납세의무가 바뀌어 확정된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이창희(각주 1), 136쪽; 임승순(각주 1), 199쪽. 
32) 예컨대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3판(2014년판)(박영사, 2014), 99쪽에서는 ‘납세신고’

를 ‘사인의 공법상 행위’ 중 한 경우로 들면서 그 기능적 측면에서는 ‘협력행위’에 속

한다고 분류한다.
33) 박균성(각주 32), 337쪽이나 김동희, 행정법 I, 제20판(박영사, 2014), 296쪽은 모두 ‘소

득금액 결정’을 ‘확인’의 한 예로 든다. 설명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소득금액’의 ‘결

정’이란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결정⋅경정, 곧 부과처분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데에 별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34) 대개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분류할 때 행정행위와는 다른 방식에 

따른다. 예컨대 박균성(각주 32), 99쪽이나 김동희(각주 32), 121쪽 이하는 모두 ‘자기

완결적 행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분류에 가장 큰 의미를 둔다(이 표현 자

체는 박균성(각주 32), 99쪽에 나오는 것이다). 또 박균성(각주 32), 99쪽에서는 또한 

사인의 공법행위를 내용에 따라 ‘행정에의 참여행위’, ‘협력행위’, ‘권리의 실현을 위

하여 행하는 행위’, ‘공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 분류하지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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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구체적 납세의무’의 발생 = 납세의무의 ‘확정’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확인’

한편 방금 살펴본,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은 행정쟁송법(行政爭訟法)의 측면에

서는 행정처분－곧 세금의 ‘부과처분’ 또는 줄여서 ‘과세처분’－에 속한다는 점

에 이론(異論)이 없다. 그런데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

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35) 결정 또는 경정이 이에 해당하여 과세 

‘처분’이라 불린다는 것은 곧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인－곧 ‘확정’－

하는 결정⋅경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그

리고 이러한 점은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리

라 생각할 수 있다. 과세처분과 신고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라면, 누가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 기능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 납세의무의 확정이 갖는 절차법적 의미와 그 효력 또는 그에 따른 효과

(1) 조세절차법 이론의 차원에서

민사채권과 채무는 그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있으면 발

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발생한 채권은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반대

로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

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조세채권과 이에 대응하는 납세의무는 이와 달리 그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추상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를 국가가 

바로 행사하거나 납세자가 이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36) 그리하여 민사채권⋅

채무와 같이 실제로 이를 행사하거나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내용을 ‘결정

의 부류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35) 대법원 판례에서 거듭 반복되는 이러한 법리를 설시한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서, 예컨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
36) 조세채권과 민사채권의 발생 과정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문헌

으로 이창희(각주 1), 124-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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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하여 납세자에 알리거나(곧 ‘고지’), 아니면 납세자가 이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야만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 조세채권⋅납세

의무가 ‘구체적’인 조세채권⋅납세의무로 바뀌게 되어 실제로 행사⋅이행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이다.

왜 조세채권⋅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 이와 같이 민사채권⋅채무의 그것과 달

라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 가지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경우 한쪽 당사자는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다른 쪽 당

사자－곧 납세자－는 무수히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 등의 경우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하여 그 법률관계－결국 조세채권과 납세의무－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37)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립⋅확정, 또는 이에 따라서 각각 발생하는 추상적

⋅구체적 조세채권 이분론(二分論)의 논리 구조는 일본법에서 들어온 것임이 분명

하다.38) 조금 넘겨짚자면 이러한 일본 조세절차법의 이론은 일본 세법이 계수(繼

受)한 다른 나라의 세법 체계에서 건너온 것일 가능성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

한 역사적 맥락까지 감안하여 좀 더 생각하여 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행의 이론 

체계를 전제로 예정신고의 효력을 다루는 이 글은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더 전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확정’이라는 개념이 조세

절차법 이론에서 이러한 의미－추상적 조세채권⋅납세의무가 발생한 이후 그 내

용을 ‘확인’함으로써, 국가나 납세자가 이를 행사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조

세채권⋅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를 가짐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데에 그치도록 

한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요컨대 조세채권⋅납세의무가 확정되면 국가는 이를 

행사할 수 있고 납세자는 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납세의무 ‘확정’이라

는 말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 ̇ ̇ ̇ ̇  의미로서, 말하자면 ‘확정’이 조세절차법 체계 내에서 

갖는 고유의̇ ̇ ̇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7) 이창희(각주 1), 134쪽은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곧 ‘조세채권의 내용의 특정’이라고 규

정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세법 교과서인 金子宏, 租稅法, 第16版(弘文堂, 2011), 701頁

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이 복잡하거나 또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정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확정(確

定)’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38) 金子宏(각주 37), 701頁을 보면,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가 확정되어야 한다든지, 확정

의 방식에는 예외적인 ‘자동확정’의 경우를 제외하면 신고나 부과처분이 있다는 설명

－우리나라의 조세절차법 이론과 완전히 동일하다－이 그대로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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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 납부와 납부 받은 세액의 보유, 그리고 그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1)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납부 받은 세액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확정’의 결과, 납세자는 임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고, 이때 

국가는 납부된 세액을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다(임의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

우의 채권 ‘행사’에 관하여는 바로 다음 항에서 언급한다).39) 사실 ‘확정’ 개념에 

관한 여기까지의 설명에는 별로 대단할 것이 없다. 굳이 ‘확정’의 절차법 이론적 

의미를 따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개별 세법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함과 함께 그 

납부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40) 이들 규정에만 의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한 세

액을 납부할 수 있고 국가가 이를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음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한편 결정⋅경정된 경우의 세액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개별 세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이때에도 실무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납세고지

서’－말 그대로 세액을 납부하라는 뜻을 적은 문서이다－를 발행하여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되는데,41) 이를 받은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고 국가가 이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결과에 굳이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2) 납부 받은 세액에 관한 분쟁해결의 절차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발생

한다. 이는 곧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생각하여 ‘확인’하

였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경우－그러한 

의미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다－를 가리킨다.

39) 이창희(각주 1), 134쪽도 이에 관하여, 납세의무 확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행 내지 강제

집행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40) 아직 본격적으로 예정신고의 문제를 따지기 전이므로, 여기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세목들로 살펴보자. 예컨대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의 ‘확정신고납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납부’는 모두 ‘신고’

를 하여야 하는 기한 내에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41) 임승순(각주 1), 211쪽에서 ‘개별세법에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는 않다. 예컨대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3조 제1항

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납세고지서’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다. 

법인세법 제70조 등 다른 법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이를 통지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임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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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쟁송법 체계에서, 일단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비록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은 명확하다. 다시 말

해 국가는 조세채권 확정 후 수령한 세액을 적법하게 보유̇ ̇ ̇ ̇ ̇ ̇할 수 있다고 흔히 여겨

진다. 그리고 방금 말한 ‘환급 청구’가 흔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42) 납세의무의 확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된 세액

을 민법의 부당이득43)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되고도 있다.44)

특히 신고와 관련한 측면에서, 납세자가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확정의 효력을 

그냥 무시하거나 스스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방금 말한 것과 연관

시켜 이야기하자면, 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

닌 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지금은 이 점을 ‘통상의 경정

청구’45) 제도의 존재와 연관시켜 설명한다.46) 즉 이러한 제도를 굳이 마련해 둔 

이상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한다(‘경정청구의 배타성’). 하지만 1994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경정청구 제도

가 생기기 전에도 그와 같이 이해하였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47) 하

지만 신고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례가 주로 조세법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데에서

도 보듯이48) 일단 세액이 신고되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환급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음

은 분명하다. 이는 비록 ‘사인(私人)’이 한 것이긴 하지만 엄연히 하나의 ‘공법행위’

42) 임승순(각주 1), 160쪽.
43) 민법 제741조.
44) 임승순(각주 1), 161쪽. 또 국가가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

는 것’이므로 이러한 확정을 일으킨 신고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이 아니

라고 설시하는, 예컨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4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6) 이창희(각주 1), 221-224쪽.
47) 이창희(각주 1), 221-223쪽은 이와 같이 납세자가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정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쟁송법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경정청구 제도가 배타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주장을 뒤집어 보면, 1994년까지와 같이 경정청구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에 따라 납부된 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었어야 한다

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48) 이 글을 쓰는 2015년 10월 중순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웹사이트(www.glaw.scourt.go.kr)

에 검색어로 ‘신고, 중대명백, 당연무효’를 입력한 후 검색한 결과 확인되는 대부분의 사

건은 조세 사건이었고, 다른 유형의 행정 영역에서 이루어진 신고의 당연무효 여부를 논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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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고의 효력을, 아무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무시하는 것은 인정하

기 어렵다는 생각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한다.49) 뒤의 V.4.(2)에서 살펴보듯이 이는 

(그 당부에 관계없이) 예정신고가 갖는 확정의 효력을 분석할 때에도 다시 떠올려 

볼 만한 이해이다. 

아무튼 현재의 이론 체계에서는, 조세채권⋅납세의무의 확정이 있으면 그와 같

이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결국 세액－을 다투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따른 쟁송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효과가 생김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때의 쟁송 절차는 확정의 결과를 가져온 공법

행위－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과세처분 또는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자체

를 대상으로 삼아 다투는 것이다.50) 물론 신고의 경우에는 일단 경정청구를 한 후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불복한다는 우회적 경로를 거친다.

이와 같은 행정쟁송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사실은 국가와 납세자 사이에

서 납세의무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단계에서 비로소 다툴 수 있다－넓은 의미에서 ‘소(訴)의 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와 같이 ‘확정’된 단계나 그 이후에 가서야 비로

49) 널리 알려진 것처럼 행정행위에는 일반적으로 ‘공정력(公定力)’이라는 효력이 인정되

어 있다. 이는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

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

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박균성(각주 32), 126쪽. 본문에서 언급한 

신고의 효력은 사실 이와 같은 의미의 ‘공정력’과도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물론 행

정법학에서는 이러한 공정력을 행정행위에 고유한 효력으로 봄이 일반적이고(예컨대 

박균성(각주 32), 127쪽은 명시적으로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효력’이라

고 못박는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공정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찾아보기 어렵다(세법학

자가 내세운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각주 90 참조).
50)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다른 곳에서 이미 우리나라 조세소송의 ‘기본 구조 중 출발점

이 되는 것은 당사자인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 자체를 다투는 것－그리하여 

납세의무 자체의 이행을 구하거나 납세의무 자체의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

니라, 국가나 납세자가 이러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하는 일정한 행위를 행

정처분으로 보아 우선 다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지현, “조

세소송의 기본 구조－심리와 판결의 효력 범위를 중심으로”,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

구회 편, 특별법연구, 제10권(박영사, 2012), 163쪽. 그리고 여기의 각주 49에서는, 고

종주, “조세소송의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위법성 이원론에 의한 신소송물 이론의 

구성과 적용”,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편, 특별법연구, 제5권(박영사, 1997), 205쪽

의 ‘조세소송은 항고소송의 형태를 빌려…조세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라는 언

급 역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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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확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쟁송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처분성(處分性)’ 

또는 ‘소의 이익’ 요건 충족),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환급청구의 금지), 이를 ‘확정’이 갖는 ‘행정쟁송법적 차원의 효과’

라 일컬을 수도 있을 것이다.

(3) 세금의 강제징수와 관련된 측면에서

1) 확정의 효력 또는 효과

조세채권이 확정되면 국가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물론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여서라도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채권이 권리로서 갖는 최소한의 

효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51) 그 범위 내에서 이는 ‘확정’ 자체의 효과라

고 일컬을 수도 있겠지만, 다만 과세관청 스스로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력̇ ̇ (自力)으로 집행할 수 있다̇ ̇ ̇ ̇ ̇ ̇ ̇ ̇는 것은 물론 국세징수법이 따로 과세관청에 

이러한 힘을 부여한 데 따른 결과이다.

2) 확정 후 강제징수의 구체적 절차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세액

을 결정⋅경정하면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실무에서는 이를 

보통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의 발행⋅송달에 따라 행한

다. 한편 이러한 의미의 세액 ‘고지’는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

차 중 첫 단계이기도 하다.52) 그리고 널리 알려진 대로 이는 독촉–압류–환가(공

매)의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독촉 이후의 강제징수 절차는, 현재의 

실무에 따르자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결정⋅경정과 이에 관한 통지⋅고지가 

결합된 것이다－으로 조세채권이 확정된 후에만 비로소 진행될 수 있다.

세액이 신고되었으나 납부되지는 않은, 약간은 예외적일 경우에도 비슷한 설명

51)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박영사, 2013), 58쪽에 따르면, “債務者가 債務의 내용에 좇

은 이행을 임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國家權力의 활동을 통해서 채무내용의 실현이 

강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52) 납세고지가 갖는 이른바 ‘부과고지’와 ‘징수고지’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우선 임승순

(각주 1),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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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에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된 세액을 통지하는 절차의 일

환으로 납세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강제징

수 절차를 개시한다는 의미로만 납세고지－흔히 ‘징수고지’－를 한다는 점이 다

르다. 부과처분의 경우 강제징수 절차의 첫 단계인 납세고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 바로 독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세액의 확정이 있은 이후에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3) 민사채권과 비교

이를 다시 민사채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위 (1)에서 

방금 언급한 대로 민사채권에서는 따로 ‘확정’의 절차가 없어도 채무자가 발생한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고 채권자가 이행된 급부(給付)를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의 강제이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어야 하며,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납세의무 ‘확정’이 갖는 강제징수 차원의 효과는, 강제적인 채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공교롭게도 ‘확정’이라는 말이 같이 사용

된다－과 유사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채권의 경우에도 적어도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제집

행의 주체인 국가가 사인(私人) 간에 발생한 채권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

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지만, 다만 납세의무의 확정은 (강제 

이행의 단계에 앞선) 권리의 행사⋅임의이행 단계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3. 그 밖에 구체적 세법 조항에서 ‘확정’ 개념이 문제되는 경우

(1)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다양한 제2차 납세

의무 중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사업양도가 있고 사업을 양도한 

사람에게 ‘체납처분’53)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져야 할 경우, 일정한 요건들이 충

족되면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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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한다. 이러한 요건들 중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제2차 납세의무를 부

담하는 범위가, 양도인의 여러 납세의무 중에서도 사업양도의 양도일 현재 ‘확정’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도일’54) 현재 신고가 이루어져 있는 국세는 그 신고된 액수만큼 ‘확

정’된 것이므로, 이 확정된 액수의 납세의무에 관한 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반대로 양도일 후에 신고가 이루어진 국세는 ‘양도일’ 당시에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사업양도가 있을 때 사업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장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양도인

이 그 전에 신고를 한 세목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확정된 세액

이 이미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된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우선권과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에 ‘확정’이라는 말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법정

기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법정기일’이 납세의무 확정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

를 맺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길게 설명할 여유는 없

지만, 요컨대 법정기일은 일정한 우선변제권55)을 가지는 국세채권과 일반적인 담

보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 즉 두 권리 중 어느 것이 앞서는지를 따질 때, 

담보권이 등기되거나 한 날과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그 중 날짜가 앞서

는 권리가 우선하게 된다.56)

이때 법정기일은 신고로 확정된 국세채권에서는 신고일이다.57) 다시 말해 신고가 

있은 경우 ‘법정기일 = 신고일 = 확정일’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53) 국세징수법 제3장. 임승순(각주 1), 231쪽에 따르면,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와 같은 

뜻을 갖는 말로, ‘납세의무의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으로부터 조

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도모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강제징수와 같은 뜻

을 갖는 말임에도 여기서만 굳이 ‘체납처분’이라는 말을 쓴 것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이 (강제징수 비용이라는 표현 대신) ‘체납처분비’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

이다.
54) ‘양도일’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관하여도 실무적인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이 글에

서는 일단 논외로 한다. 이 점에 관한 약간의 논의로 정기상(각주 10), 309-310쪽.
5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56)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57)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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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역시 사실상 관련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적

용의 결과가 달라진다. 곧 신고일보다 뒤늦게 담보권이 설정되었으면 국세채권이 

우선하고, 반대로 담보권 설정일이 신고일보다 앞서면 담보권이 국세채권에 우선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담보권을 등기하거나 하기에 앞서 우선 

신고된 국세가 있는지, 그러한 국세가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생기게 된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와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흔히 ‘양도담보’라고 부르는 거래가 있었던 경

우,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람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는 국가는 양도담보의 대상

인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함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일정한 ‘보충성’의 요건58)이 충족되고, 특히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 문제된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담보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59)

이미 (2)에서 ‘법정기일’이 문제되는 국세우선권에 관하여 살펴본 것처럼, 이 국

세채권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면, 결국은 국세채권이 양도담보 설정 당시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양도담보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권의 행사 가부(可否)를 가르

게 된다. 곧 양도담보 설정 당시 이미 신고가 이루어져 있다면 관련된 국세채권은 

양도담보 재산에 대하여도 그 강제징수권이 미친다.

(4) 소결론

이 항에서 살펴본 세 가지 경우의 어디에서나 문제의 양상은 이렇다. 즉 사업양

수인이나 담보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그 거래의 상대방이 혹시 신고하고도 납부하

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한다.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거

래 상대방이 이미 신고한 세액이 있다면, 이들 납세자는 국가보다 순위가 늦은 지

위에 서게 되어 일정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이러한 불이익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한 

58)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는 부분.
59)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 조항의 표현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의 

재산이 ‘담보의 목적이 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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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물론 관련 납세자들이 거래̇ ̇  시점에̇ ̇ ̇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문제되는 국세기본법 조항들이 무

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양수하거나 담보권을 취득하

려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들 조항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

에 이르게 된다. 

Ⅳ. 예정신고와 납세의무 ‘확정’

지금까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신고’가 조세절차법이나 그 밖의 개별 쟁점들

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한 지금까지 살펴본 ‘신고’를 다시 ‘확정신고’와 ‘예정신고’로 

나눈다. 그리고 이 중 ‘확정신고’가, 말하자면 원래 의미의 신고̇ ̇ ̇ ̇ ̇ ̇ ̇로서 납세의무를 확

정시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확정신고는 납세의무 확정이 갖거나 확정으

로 발생하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측면의 효력 또는 효과들을 모두 가져

온다.

그렇다면 예정신고도 이와 같이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또 관련

된 효과들을 모두 일으키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선 출발점

이 되는 것은, 납세의무 확정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이 문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조항의 각 

호(號)는 ‘신고’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 이를 예정⋅확정신고로 구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히려 논리를 뒤집어서, 납세의무 확정이 갖는 효력이나 가져

오는 효과들이 예정신고의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가를 따져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조세절차법적인 측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조세절차법적 성질에 관하여 핵심이 되는 조항은 소득세

법 제114조 제1항과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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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

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일반론

우선 제1항에 따를 때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이 분명하다. 또 예정신고가 잘못되었다면 과세관청이 그 내용－곧 세액－을 경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세액의 결정⋅경정은 확정신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라도 가능하다고 봄이 보통이다.60) 위 조항이 결정⋅경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인’하는 행정작용이며, 그 내용이 납세자에게 통지됨으로써 하나의 행정처분－

부과처분 또는 과세처분－을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결정⋅경정된 만큼

의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그런데 예정신고가 없을 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

고 그 결과 그만큼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라면, 같은 내용의 예정신고가 있

는 경우에도 그만큼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이해해야 앞뒤가 맞는다. 또한 예정

신고를 경정할 수 있다는 것도, 경정이라는 말이 본디 세액 일부의 확정－결정⋅

경정에 의한 것이든 신고에 의한 것이든－이 있었던 경우에 쓰는 것임을 감안하

면, 예정신고된 만큼의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61)

60) 임승순(각주 1), 184쪽.
61) 전대규(각주 9), 360-361쪽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가 확정신고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하는 것

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예정신고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양도소득

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의무 성립의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

을 두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그르다. 다만 위 견해가 지적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예정

신고의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지만 부과제척기간은 기산하지 않는

다는, 흔히 볼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시행령을 입법하는 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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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절차법적 의미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

력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62)

(2) 정산의 문제

다만 이러한 부과처분에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역시 ‘정산’의 문제이다. 

앞의 II.2.(3)의 1)에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각각 내용으로 하는 예정신고가 있

으면 ‘정산’ 확정신고가 필요하게 되고, 그 결과 예정신고에 따른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점은 예정신고에 갈음

하는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양도차익을 내용으로 하

는 예정신고가 없거나 그 세액이 과소하여 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에 양도차

손을 내용으로 하는 예정신고가 있다면, 부과처분이 갖는 확정의 효력 역시 관련

된 범위 내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지어 부과처분 역시 그것이 예정신

고에 갈음하는 것일 때에는 그 확정의 효력이 이러한 의미에서 ‘잠정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63) 부과처분의 효력이 ‘잠정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한 결과이지만, 

이는 기간과세 세목에 예정신고와 납부 제도를 마련한 데에서 오는 부득이한 현상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도 분명

히 있으나, 뒤의 각주 63에서 다시 언급하는 정도의 문제를 제외하면 사실 이러한 구별

은 큰 의미가 없다. 예정결정이라 해도 ‘정산’의 확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과처

분으로서 갖는 성격은 이미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발생하여 계속하여 존속하

게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특별히 이와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입법

론적으로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2) 이창희(각주 1), 136쪽 각주 108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경정, 강제징수, 가산세 면에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모두 마찬가지’라고 하면

서 이러한 결론을 지지한다. 김완석⋅정지선, 소득세법론, 2015년 개정증보판(삼일인

포마인, 2015), 707쪽도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63) 전대규(각주 9), 338쪽은 이를 특히 ‘예정결정’이라고 부른다. 김완석⋅정지선(각주 62), 

208쪽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소득세법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해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으나(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등도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 판결의 결론은 ‘예정결정’ 후의 새로

운 부과처분이 결국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게 되어 ‘예정결정’의 부과처분을 흡수한다

는 것으로서 결국 ‘예정결정’을 통상의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내용이다), 굳

이 사용한다면 이와 같이 ‘잠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통의 부과처분과 다르다

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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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징수와 관련된 측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구체적 조세채권이 생겨나 채권자인 

국가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만족을 얻는 것이 허용된다. 그렇다면 예정신

고도 이러한 효력을 갖는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조항에서도, 예정신고된 세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가는 확정신고된 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곧바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나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사건이 된다.

3. 개별 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1) 도입

위의 III.3.에서 국세기본법이 둔 몇몇 개별 조항들의 적용 여부가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짐을 살펴보았다. 이미 문제를 제기하였듯이, 예정신고

에 따른 ‘확정’ 역시 이러한 개별 조항들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III.3.의 ‘소결론’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보다 관련 납세자들이 해당 거래에서 가지는 예측가능성이다. 즉 사업양도가 일어

난 날이나 담보권이 등기되거나 한 날 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예정신고

의 상대방인 국가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업양수인이나 담보권자에게 

이른바 ‘불측(不測)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

본적으로 확정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관련 국세기본법 조항들에 따라 국가에게 

항상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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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처분의 경우

나아가 결정⋅경정, 즉 부과처분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잠시 이 문제로 눈길을 돌려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나 제5호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

정하는 때’에도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런데 III.1.(2)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과세

관청의 ‘결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러한 행정처분－곧 부과처분－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려면 그 내용의 통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위 제2호나 제5호의 문언에 불구하고, 실제

로 ‘확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통지가 이루어져 납세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이

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결정과 경정은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관청의 행정 작용이

라는 점에서 그 성질이 같으므로, 이 점은 경정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에 관하

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64) 이렇게 보면 실제로 납세고지서가 발행되어 송달되는 

시점이 곧 관련된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이고, 따라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

무와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송달 받은̇ ̇  납세고지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된다.

한편 확정 자체가 아니라 ‘법정기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금 다르다. 즉 ‘법

정기일’은 부과처분으로 확정된 국세채권에서는 고지서의 발송일로 정하여져 있어

서, 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법정기일 = 고지서 발송일 ≒ 확정일’이 된다. 물론 이

는 과세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법정기일을 ‘확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보다는 

약간 앞당겨 놓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느 경우에나 결정⋅경정과 관련 고지서의 발행⋅송달이 있었던 시점

과, 납세자가 사업을 양수하거나 (양도담보를 포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부과처분을 한 국가에게 사업양수인이나 담보권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이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

여, 말하자면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는 않는지를 따져야 한다.

(3) 신고의 경우－몇 가지 논의의 전제

1) 논의의 방향

확정신고의 경우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또 법정기일이 된다. 그런데 이 

64) 이 점에 관하여는 앞의 III.1.(1)에서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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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논의하는 문제는 이때 예정신고를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이미 예정신고에도 ‘확정’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더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간단히 생각하여 버릴 수도 있다.65)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1조, 제42조의 해석론 차원에서 볼 때 혹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에 간과할 수 없는 이론적⋅현실적 문제가 생긴다면, 달리 생각하여 볼 여

지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2) 거래 관계인의 예측가능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강조하였듯이 사업양수인이나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행 세법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어떠한 거래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경우는 사업양도, 제35조나 제42조와 관련해서는 담보권 

취득－를 하려는 사람이 거래 상대방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반대로 이러한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나 부과처분

을 통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러한 확인을 게

을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측가능성이 부당하게 침해

되었다는 말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곧 흔히 말하는 ‘불측의 손해’가 아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 생각하여 볼 문제로, 현행법에 의하는 한 확정신고에 따라 확

정된 조세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역시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여 확인되어 있기도 하다.66) 그렇다면 결국 양도소

득세 예정신고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1조, 제42조의 적용에서 확정신고나 부과

처분과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는지는 예정신고가 사업양수인의 예측가능성 측면

에서 확정신고⋅부과처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거

래 상대방이 사업양도나 담보권 취득의 시점에서 예정신고로 ‘확정’된 납세의무의 

존부를 확정신고와 마찬가지 정도로̇ ̇ ̇ ̇ ̇ ̇ ̇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국세기본법 제35조 등

65) 예컨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국세기본법 제41조가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간의 관

계를 다룬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의 논리는 이에 가깝다. 납세의

무의 확정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

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설시하고는, 바로 그에 따라 위 제41조에서 말하는 

‘확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정기상(각주 10), 305-330쪽.
66) 헌재 1995. 7. 21. 93헌바46 결정(신고 관련), 헌재 1997. 4. 24. 93헌마83 결정(부과

처분 관련).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으로 이창희(각주 1), 168-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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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는 ‘확정’으로 취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거래가 끝난 후 사후적(事後的)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지금까지는 사업양도나 담보권 취득과 같은 거래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

능성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도 생각하여 볼 

여지가 있다. 즉 IV.1.(2)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예정신고나 그에 ‘갈음하는’ 부과

처분으로 인한 확정은 적어도 ‘정산’의 확정신고가 있으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후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범위에서는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잠정적’

이다.

그리고 특히 국세우선권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은 환가 절차에서 

‘배분’의 순위가 잘못된 경우67) 국가가 잘못 배분 받은 금액을 국세환급금과 유사

한 절차에 따라 선순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산’의 의미를 

갖는 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

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예정신고에 근거하여 국가가 우선변제권을 갖고 그에 따

라 배분을 받았지만, 예정신고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한 결과 결국 이러한 배

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산’ 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뒤늦게 소멸

하는 경우, 국세우선권의 경우는 물론 제2차 납세의무의 쟁점에서도 뒤늦게 혼란

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은 사실이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간의 시차(時差)에 따라

서는, 일단 국가가 환가 대금을 배분 받아 간 다음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성립⋅확정된 제2차 납세의무가 뒤늦게 소멸하는 경우도 생

기기 때문이다.

(4) 검토 그리고 소결론

이미 지적된 대로68) 이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확정된 세액이 있는지 여부

를 제3자인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에서는 그나마 국세징수법 제6조

가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에 의하는 길뿐이다. 이는 물론 확정된 납세

의무의 존부에 관한 공시방법으로서는 상당히 불완전한 것이다.69)

67) 국세징수법의 표현으로는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8) 이창희(각주 1),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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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에서 방금 언급하였듯이 이 글이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불

완전함’이 예정신고에서나 확정신고에서나 또 부과처분에서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는 점이다. 따라서 예정신고된 세액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지우고, 그 대신 관련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세우선권이나 제2차 납세의무의 성

립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세법에서 충분히 인정되는 결과이다(헌법재판소가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결과이기도 하다70)).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담보권

자나 사업양수인의 예측가능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함이 옳다.

그렇다면 환가 대금의 배분이 있은 다음에 ‘정산’ 확정신고로 인하여 예정신고

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사라져서 배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문제는 어떨까? 여

러 이해관계인이 생기는 환가와 배분 절차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제

도적으로 볼 때 좋은 방안은 아닌 듯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생겼다가 사라

지는 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잠정적 확정’은 이들 관련 조항

의 적용에 관한 한 ‘확정’에 속하지 않는다고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지만은 않다. 그러나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정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나 또 예정신고보다 뒤에 담보

권을 취득한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이유도 뚜렷하지는 않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반대로 예정신고에 확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확정신고의 시점에 확정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확정

신고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71) 확정신고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문제도 생기고, 거래 관계인들의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에 아무래도 더 많은 

69) 이창희(각주 1), 174-175쪽이 말하듯이, ‘신고[로] 금액이 특정되기는 하지만 공시방법

이 불충분하여 제3자가 알기 어렵다.’ 위의 책, 173쪽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제3자

가 ‘세무서의 기록을, 그것도 [상대방을] 통하여 확인한다는 번거로운 행위를 해야 비

로소 [그 상대방]의 미납세액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재의 실무에 따를 때 

이 ‘납세증명서’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미납세액’이 아니라 ‘체납세액’

이다(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또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를 때, ‘체납’이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과세관청은 

이 ‘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에 정한 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징

수법 기본통칙 3-0...2 참조). 따라서 세액을 신고한 다음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물

론 빈번한 경우는 아니다), 그 세액은 ‘미납세액’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납세증명

서’에 적힐 ‘체납세액’은 아직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신고로 인한 세액 확정은, 그 

납세의무의 공시방법으로서는 사실 상당히 ‘불완전’하다.
70) 각주 66 참조.
71) 각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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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이 따르게 된다.

결국 이렇게 보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개별적 세법 조항

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몇몇 경우에도, 예정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는 조세절차법의 일반적 체계에서 얻은 결론과 다른 결과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

은 명확하지 않다. 그리하여 이 글은 요컨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인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 1.과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의미에서－되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1조가 말하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또 이

때 국세기본법 제35조나 제42조가 말하는 ‘법정기일’도 도래한다.72) 이는, 비록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양수

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일치한다.73) 다만 입법론으로서

는, 이러한 ‘불완전함’을 보완할 수 있는 더 나은 공시방법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방금 도출한 결론의 정당

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Ⅴ.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

1. 도입－지금까지 확인한 내용들

지금까지 논의에서 확인한 것은, 먼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조세절차법에서 

말하는 ‘확정’의 효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확정’ 개념

을 직접 사용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조항의 적용에서도 역시 ‘확정’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확정이 갖는 ‘기본적인 효과’의 측면, 즉 잘못된 예정신고가 경정의 대상이 

된다거나, 예정신고의 대상이 된 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거나 하는 점은 국세

기본법과 소득세법이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다. 

또 조세절차법 일반을 떠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1조, 제42조와 같이 ‘확정’ 개

념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개별 조항들을 해석할 때에도, 예정신고에 따른 확

정을 확정신고의 그것과 다르게 다루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 역시 확인하였

72) 임승순(각주 1), 185쪽도 같은 뜻.
73)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각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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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전혀̇ ̇  ‘확정̇ ̇ ’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 ̇ ̇ ̇는 생각은 

어느 모로 보나 옳지 않다.74)

한편 반대 측면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그렇

다고 완전히 확정신고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만도 없다는 것이다. 즉 보통의 신고

에 따른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

에서 ‘종국적’이다. 하지만 예정신고에서는 앞의 II.2.(3)이나 III.1.(2)에서 말한 

‘정산’－그 중에서도 양도차익과 차손의 정산－이 문제되는 경우, (감액경정이 

아니라) 확정신고에 의하여서도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 

이 점 역시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때에는 예정신고에 따른 확정을 

온전히 ‘종국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요컨대 현행법에서 예정신고에는 기본적으로 

확정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적어도 확정신고에 의한 ‘정산’ 또는 그에 따른 확정의 

효력 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효력은 당연히 ‘잠정적’이다.75)

74) 전대규(각주 9), 358-361쪽은 예정신고에 전혀 ‘확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서 여러 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현행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예정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전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조세절차법 

체계에서 확정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주장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정이나 경정을 내용으

로 하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예정신고에 ‘확정’의 효력을 부여하였다고 꼭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주장에서 말하는 ‘확정’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확정’의 효력을 주는 것이 ‘지나치게 

국가편의주의적 사고’라는 것은 입법론 차원의 주장인데다, 이미 소득세법이 국가에 

강제징수의 권한을 부여한 상황에서 단순히 ‘확정’의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앞의 IV.1.(2)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잠정적 확정’이란 

‘정산’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예정신고나 이에 갈음하는 부과처분이 가져오는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에 따라 소멸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나아가 ‘잠정적 확정설’의 입장

에서는 ‘수정’을 위한 확정신고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정신고에 따라 소멸

되지 않는 한 확정된 것이라는 의미에서도 역시 ‘잠정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한편 소순무(각주 11), 22쪽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문제된 세액

의 부과와 징수에 나설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래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

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예정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도 ‘본래 

세목’인 양도소득세이므로, 여기서 성립되거나 확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본래 세목’이

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75) 이창희(각주 1), 136쪽 각주 108의 입장은 통상 ‘긍정설’이라고 하여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잠정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되기

도 한다(예컨대 전대규(각주 9), 354쪽). 그러나 이 입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

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잠정적’인지 ‘종국적’인지에 관하여는 사실 상세히 논

의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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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예정신고에 따른 확정이 갖

는 효력에 관하여는 ‘잠정적 확정설’과 ‘종국적 확정설’이라 부를 수 있는 견해들

의 대립이 있다. 그러면 이 견해 대립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는가? 지금까지 별로 

의식되지 않은 것 같지만76) 사실 이는, 앞의 II.2.(3)에서부터 사용한 용례에 따를 

때 (둘 이상 거래에 따른 ‘정산’이 아니라) 개별 거래의 ‘수정’－특히 그것도 예정

신고보다 더 작은 세액만을 확정시키기 위한－의 의미를 가지는 확정신고를 허용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서만 문제가 된다. 이 점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2. 진정한 문제의 소재,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두 견해의 차이점

(1) 문제의 소재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확정’이 갖는 효

력의 일반적 성질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를 때, 우선 예정신고에 인정되

는 ‘확정’의 효과는 확정신고나, 아니면 예정⋅확정신고의 구별이 없는 영역의 신

고가 갖는 효력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일반적 신고의 

경우 ‘확정’의 효과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기 때

문에 이 입장이 곧 ‘종국적 확정설’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확정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확정신고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존속한다는 입장도 있다. 곧 ‘잠정적 

확정설’이다.

하지만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예정신고에 ‘확정’의 효

력이 있다는 것 자체나, 이러한 ‘확정’이 ‘정산’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잠

정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시 강조한다면, 두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서 예정신고를 통하여 확정시킨 세액보다 더 작은 

세액만을 확정신고로 ‘수정’하여 확정시키고자 할 때이다.

(2) 종국적⋅잠정적 확정설의 내용

이 글에서 말하는 ‘종국적 확정설’은 바로 이때 예정신고의 효력이 여전히 ‘종국

적’이기 때문에 (감액경정이 아니라) 확정신고로 더 작은 세액을 확정시킴은 불가

능하다는 입장을 가리킨다. 반면 이 글의 ‘잠정적 확정설’은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

76) 김완석⋅정지선(각주 62), 708쪽이 이 글의 논의처럼, ‘정산’과 ‘수정’의 경우를 나누고 

특히 ‘수정’의 경우에 논의를 집중하는 방식을 택하는 드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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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은 ‘잠정적’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된 것보다 작은 액

수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무엇보다 두 견해가 갖는 실제적⋅

구체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두 견해가 지금까지 각각 들어 온 일반적

인 논거들도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3) 종국적⋅잠정적 확정설의 논거

잠정적 확정설은 대체로 두 가지 점을 내세운다.77) 하나는 ‘예정’과 ‘확정’이라

는 수식어가 서로에 대하여 원래 갖는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예정’과 ‘확정’이라

는 말 자체만 놓고 볼 때에는 ‘확정’이 ‘예정’에 비하여 뭔가 우위에 섬은 틀림없

다. 따라서 ‘예정’과 ‘확정’이 충돌한다면 어느 경우에나 ‘확정’이 우선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예정’은 ‘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효력을 가져

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수정’의 맥락을 따로 떼어내어 논의하

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 견해는 ‘수정’ 확정신고의 경우에도 예정신

고의 효력은 항상 배제된다는 결론에 이른다.78) 다른 하나의 논거는 양도소득세도 

기간과세 세목이라는 것인데,79) 이 말은 결국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신고

가 말하자면 ‘진정한’ 신고라는 뜻일 것이다. 그리하여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신고－곧 ‘예정신고’－는, 끝난 후에 한 신고－ ‘확정신고’－가 있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종국적 확정설의 논거를 생각하여 보자면, 모두(冒頭)에서 잠깐 언급하였

듯이 현행법에서 예정신고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예정신고에 확정의 효력이 있다는 점이나, 특히 과거와 

달리 예정신고나 이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아예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

77) 이 점들은 아래 3.(1)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등장한다.
78) 임승순(각주 1), 185쪽이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견해는 

‘정산’ 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가 갖는 확정의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한 후, 그렇기 때문에 ‘수정’ 확정신고에 따라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사라진

다고 설명한다(바로 이어서 V.3.(1)에서 언급하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

1609 판결을 언급한다).
79) 홍용건,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

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의 효력(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공2008하, 926), 법원 례해설, 제76호(2008 상반기)(법원도서관, 

2008), 273쪽에서도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다음] 신고’한다는 점을 잠정적 확정설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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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이 모두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 적

어도 현재에는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에 대하여 열위(劣位)에 놓여야 한다는 생각에, 

따지고 보면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80)

3.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대법원이 2008년에 선고한 2006두1609 판결

이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인 납세자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陽數)의 세액

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지만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과세관청은 예정신고는 받

았지만 세금이 납부되지는 않았으므로 당연히 예정신고된 세액에 관한 납세고지서

를 발행하여 납세자에게 보냈다. 그런데 납세자는 이러한 납세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확정신고를 하였다.81)

이 사건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정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이 행한 납세고지

의 절차법적 성격과, 이러한 납세고지가 갖는 효력이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의 확정

신고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소멸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정신고 세액보다 더 작은 

세액－이 사건에서는 0－만을 확정신고를 통하여 확정시키고자 하였으므로, 이

는 곧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결국 문제는 이와 같이 예정신고 세액보다 더 

작은 세액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따른 확정의 효력이 그대로 

소멸하는지(잠정적 확정설) 아니면 그럼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종국적 확정설) 

여부이다.

사실 이때 더 쉽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이 사건과는 달리 세액이 납부되었을 

경우이다. 종국적 확정설에 따를 때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

하므로,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국가는 세액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그 결과 납세

자가 이를 환급 받으려면 경정청구라는 별도의 쟁송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혹시 

확정신고를 한 것을 두고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좋게 이해’하여 줄 가능성이 남을 

뿐이다).82) 하지만 잠정적 확정설에 따르면 확정신고로 예정신고에 따른 확정의 

80) 그러한 입장으로는 각주 62에서 인용한 이창희(각주 1)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81) 이 판결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홍용건(각주 79), 257-2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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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사라지므로, 국가는 더 이상 납부된 세액을 보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게 되

고 바로 세액 환급의 의무가 생긴다. 그럼에도 국가가 환급을 하지 않으려면, 확정

신고를 증액경정하는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액경정처분 없이 

환급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납세자는 현재의 실무례에 따를 때 국가를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83)

물론 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정신고로 인

하여 예정신고 때 납부된 세액을 보유할 국가의 권원이 없어진다는 것과, 예정신

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징수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같은 차원의 문제이고, 

그 점에서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설시를 

남긴다.

…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

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이 이러한 설시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①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년이 과세단위라는 점, ② 예정신고 후 일정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③ ‘예정신고납부의 예납적 성격’, ④ 이 사건이 문제된 당시에는 예정

신고나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

이다.

이러한 논거들의 타당성 여부에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많다. 또 ‘흡수’라는 표

현에 대하여도 생각하여 볼 여지가 있다.84) 어쨌든 이 글의 논의에서 핵심은, 예정

82) 아래 V.1.(1) 참조.
83) 각주 43에서 일부 인용한 대로, 임승순(각주 1), 161쪽에 따르면, ‘그 기초가 된 행정

처분이 취소’되면 납세자는 ‘부당이득으로서 그 환부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신고가 감액경정－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일부 취소’의 성격

을 가진다(최근의 판결로는 예컨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84)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용어는 원래 증액경정처분과 ‘당초처분’－우리나라의 해석론으

로는 신고를 포함한다－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이에 관하여는 

이창희(각주 1), 237-240쪽; 임승순(각주 1), 319-321쪽 참조). 즉 당초처분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확정신고 세액이 예정신고 세액보다 더 작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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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예정신고에 따른 확정의 효력은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점이다.85) ‘다른 내용[의] 확정신

고’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고 보면 결국 이 글에서 ‘수정’이라고 부른 경우

를 말한다. 곧 ‘수정’의 의미를 갖는 확정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물론 

잠정적 효력설에 해당한다. 이 입장을 일관할 경우에는 방금 지적한 것처럼, 예정

신고 때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의 내용에 따라 바로 환급의무－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소구(訴求)할 수 있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대법원이 이 

점까지 염두에 두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위 2006두1609 판결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활용－또는 악용－될 가능성을 

일정 범위에서 차단하고자 한 것이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선고된 이 

2009두22850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정신고에 불구하고 세액이 납

부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비슷하게 납세고지를 받은 원고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러한 징수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시도한 듯하다. 다만 위 2006두

1609 판결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확정신고의 내용이 ‘예정신고와 다

를’ 것을 요한다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 납세자는 예정신고 때 적용된 예정신고

세액 공제를 확정신고의 내용에서는 제외하였으므로 ‘예정신고와 다른’ 확정신고

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잠정적 확정설에 해당하는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예정신고세액의 공제가 배제된 것만으로는 이러한 

‘다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

서 확정신고의 내용이 ‘예정신고와 같다’면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은 그대

로 존속한다고 판시하였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정신고를 한 후 아예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임

우이므로, 이를 ‘흡수’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필요한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85) 다만 아래 VI.3.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현행법에서 예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가산세를 물리는 것이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은

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정신고 의무의 위반에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단순히 가산

세를 물리고 물리지 않고의 차원을 넘어,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하는 쟁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단편적으로나마 피력하는 것으로 이창희(각주 1), 136쪽 각주 108(각주 62에서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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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명하여진다면 이때에도 (‘같은 확정신고’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의 효력은 종국적인 것으로 된다 함이 이 판결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이해이다. ‘같

은 확정신고’라면 굳이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확정신고의 우

월적 효력을 인정하는 잠정적 확정설에서는 이러한 설명도 필요하게 된다.

4. 검토

(1) 출발점－대법원 판례의 문제점과 한계

대법원이 예정신고 의무의 위반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종래의 상황에서 잠

정적 확정설에 선 근거 중 가장 이론적으로 유력한 것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가 기간과세 세목의 성격을 가진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계속 전제한 것

처럼 ‘정산’ 확정신고와 ‘수정’ 확정신고를 구별하고, 잠정적 확정설과 종국적 확

정설의 대립 국면이 실제로는 ‘수정’ 확정신고의 가능성 여부에 제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논거에 큰 의미는 없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예정신고의 

내용을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에 ‘정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간과세 세목에

서 당연한 요구이다. 그리고 그 ‘정산’의 과정에서 예정신고가 만들어 놓은 ‘확정’

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이루어진 예정신고, 그것도 ‘확정’

의 효과를 가져오고 또 하지 않을 때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예정신고의 내용을 ‘수

정’하는 것도 꼭 확정신고로 가능해야 한다는 결론은 기간과세 세목의 성격에서 

그대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 밖에 대법원이 내어 놓은 논거들은 대체로 뭔가 ‘예정신고’는 그 말 자체에서 

‘종국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든가, 아예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는 그 자체로 ‘예납적’이라든가, 또는 

예정신고의무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설명은 모두 같은 맥

락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글에서 따지려고 하는 문제는 ‘확정’과 ‘예정’이라

는 표현이 주는 선입견을 떠나서, 예정신고가 조세절차법 체계 내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는지 하는 것이다. 이때 ‘예정’이라는 ‘말 자체’를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한 바로 이어서 살펴보듯이 더군다나 예정신고 

의무의 위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재 예정신고가 조세절차법 체계 전반에서 

갖는 의미를 단순히 ‘예정’이라는 표현에만 근거하여 이해하고자 함에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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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국적 확정설－예정신고가 현행 조세절차법 체계 하에서 갖는 의미

1) 문제의 소재

결국 여기서 답을 내야 하는 문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일단 확정의 효력이 발생

하지만 확정신고라는 납세자의 일방적 행위로 언제나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는 결론이 우리 조세절차법 체계 내에서 과연 받아들일 만한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절차법 체계를 이루는 내용들 중에서, 특히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

정설의 당부를 가를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조세절차법 체계

보통의 신고로 인하여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와 같은 일방적 효력 배제의 

가능성은 없고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해야만 확정의 효력이 소멸되며 또 그에 따

라 납부 받은 세액의 환급의무도 발생한다. 그리고 왜 그러한지에 관한 현재의 일

반적인 설명은 ‘경정청구의 배타성’이다.86)

하지만 1994년 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 (통상의) 경정청구 제도가 생기기 전

에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없이는 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통용되고 있었다. 물론 당시의 이러한 실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여지

가 있다.87) 하지만 여기서 이를 상세히 따질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그

러한 실무의 근거인데, 사실 누구도 이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제시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납세자가 소득세법이나 그 밖의 세

법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없이 납부한 세

액의 환급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다.88) 신고가 ‘사인(私人)

의 공법행위’에 속함에 불구하고 행정법학의 일반적 논의, 즉 민법총칙 규정의 준

용과 그에 따른 무효⋅취소의 주장89)이 조세절차법에서 처음부터 전혀 논의 대상

이 아니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정청구 제도가 생기기 전에 존재하던 수정신고 

86) 앞의 III.2.(2)의 2) 참조.
87) 각주 47 참조.
88) 이 점에 관하여는 이창희(각주 1), 222쪽. 여기서는 “납세의무자가 세액 얼마를 신고

한 뒤 제 마음대로 신고를 없는 셈 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면 조세법률

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
89) 박균성(각주 32), 119쪽; 김동희(각주 32),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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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해석론이다. 현재는 신고로 세액을 확정시킨 납세자가 감액을 원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고 증액을 원할 때에만 수정신고를 한다.90) 하지만 경정청구 제도 

도입 전에는 어느 경우에나 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똑

같은 수정신고라 하더라도 증액의 수정신고에는 세액 확정의 효과가 인정됨에 반

하여 감액의 수정신고에는 세액 확정－곧 종래 확정된 세액 중 일부에 관한 확정

의 배제 또는 소멸－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었다.91) 이 역시 

확정된 세액이 납세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바로 감액되는 결과는 쉽게 받아들

이기 어렵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92)

요컨대 조세절차법에서 부과처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고’에서 발생하

는 효력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력한̇ ̇ ̇ ̇ ̇ ̇ ̇ ̇ ̇ ̇ ̇  것이다.93)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현행법이라 해서 달라진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조세절차법에서 ‘신고’가 

이와 같이 (‘공정력’에 유사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경정청구라는 또 다른 수단의 도움 없이는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은 움직일 수 없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3) 가산세와 예정신고가 갖는 절차법적 의미 

물론 문제는 예정신고에도 이러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력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여기서도 역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법이 예

정신고의 잘못에 대하여 보통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 ̇ ̇ ̇ ̇ ̇ ̇ ̇ ̇ ̇  가산세를 물린다는 점이다. 가

산세는 세법이 부과하는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그러한 가산세의 크기

는 결국 그러한 의무 위반이 조세법 체계 전반이나 또는 국가의 과세 행정에 미치

는 영향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94) 그렇게 본다면 현행법이 

90) 특히 수정신고의 사유로 열거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참조.
91) 이러한 과거의 수정신고 제도에 관한 해석론을 소개하는 것으로, 소순무(각주 11), 

115-117쪽.
92) 각주 88 참조. 여기서는 납세의무자의 일방적인 ‘취소’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고려 대상

이 아니라고 한다.
93) 이창희(각주 1), 222-223쪽은 행정법학의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이러한 의미에서 신고

에도 부과처분과 마찬가지로 ‘공정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다

(공정력이 행정행위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행정법학의 일반적 입장에 관하여는 각주 48 참조). 
94) 헌법재판소는 ‘가산세의 부담[이]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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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에 관하여 보통의 신고와 예정신고를 동일하게 취급함 역시, 각각의 신고의

무 위반이 조세법 체계 전반이나 국가의 과세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95)

만약 현행법에서 예정신고가 이와 같은 정도의 의미를 부여 받고 있는 것이라

면, 조세절차법 체계 내에서도 납세자가 하는 그러한 예정신고에 방금 말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앞뒤가 맞는 결론이 아닐까 

생각한다. 뒤집어 말하여, 과소하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소득세법

이 납세자에게 그만큼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예정신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

이다.96) 그리고 그와 같이 신중함과 정확함을 요구 받는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 확

정의 효과를 납세자가, 비록 ‘확정’ 신고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

인 행위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결론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된다.

(3) 소결론

요컨대 현행법이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를 단순히 ‘예납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할 때 이는 ‘정산’ 확정신고의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다. 예정신고로 

확정시킨 세액을 확정신고라는 일방적 행위로 감액⋅‘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특히 현행법에서 예정신고를 올바로 하지 않은 경

우에 가산세를 물릴 정도로 납세자에게 정확한 예정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막상 그 결과를 (보통의 신고와 달리) 확정신고로 바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결론은 

조세절차법의 체계 전반에 잘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계 정합성’의 측면에서,97) 이 글은 종국적 확정설이 더 옳은 견해라는 입장을 

취한다.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판시한다. 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결정. 또 가산세에 관

하여는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도 한다. 헌재 

2006. 6. 29. 2002헌바80 등 결정.
9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전제로 비슷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정기상(각주 10), 318쪽.
96) 똑같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금전적인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단

순히 예정신고세액공제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

르다는 의미가 된다. 이 점은 이 글의 중요한 전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II.2.(1)에서도 

언급하였다.
97) 앞의 I.3.에서 이러한 ‘체계 정합성’이 이 글에서 사용하는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밝혔음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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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몇몇 구체적 쟁점에서 종국적 확정설이 가져오는 결과

예정신고가 있으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효과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거래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서 또 발생한다면 ‘정산’의 결과 

사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점은 IV.1.과 2.에서 이미 확인한 대로이다. 다만 

잠정적 확정설에 따를 경우, 예정신고 세액보다 더 작은 세액을 확정시키려는 

‘수정’의 확정신고－대법원의 용례로는 ‘다른’ 확정신고－를 하면 그 시점에서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부한 세액 

중 확정신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환급 의무가 발생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

에 대한 징수처분도 같은 범위에서 효력이 없어진다(특히 징수처분의 효력 상실은 

판례가 정면으로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 점 역시 V.1.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여기가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역이다. 종국적 확정설에 

따를 경우 이러한 ‘수정’ 확정신고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 예정신고와 관련된 몇몇 절차법적 쟁점

들에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정리하여 보도록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정

적 확정설이라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도 함께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1. 통상의 경정청구－과다한 예정신고를 납세자가 바로잡는 경우

(1) 종국적 확정설

예정신고가 갖는 확정의 효력이 종국적이라는 말은, 앞의 V.1.의 (1)과 (2)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이 없는 이상 확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

다는 뜻이다. 이때 예정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세액보다 더 작은 세액만이 확정되

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하는 통상의 경정청구뿐이다(‘경정청구의 배타성’). 

뒤집어 말해서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연히 일반론에 따라 허용된다. 반면 

‘수정’의 확정신고는 불가능하고, 다만 납세자가 실제로 이러한 확정신고를 한다면 

이를 경정청구로 ‘좋게 해석’하여 그에 따른 취급을 하는 방안은 경우에 따라 가

능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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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정적 확정설

반대로 예정신고가 갖는 확정의 효력이 잠정적이라는 말은, 역시 앞의 V.1.의 

(1)과 (2)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확정의 효력은 확정신고가 있기 전까지만 유지된

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수정’ 확정신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은 

확정신고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잠정적 확정설 하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모두 존재한다. 즉 우선 머지않

아 가능할 확정신고로 세액을 ‘수정’할 수 있다면 굳이 확정신고가 가능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굳이 말하

자면 오히려 ‘확정신고의 배타성’).98) 이와 달리 확정신고로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확정신고가 가능한 기간 이전에 경정청구를 불허할 이유도 없다

는 입장이 가능하다.99) 잠정적 확정설은 경정청구의 문제에 관하여 이와 같이 복

잡한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 역시 약점이 될 수 있다.

2. 부과처분－과소한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바로잡는 경우

과소한 예정신고를 과세관청이 부과처분100)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서 따져봐야 할 문제는 결정 또는 경정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

이다.101) 판례상 이 점은 아직 문제된 적이 없는 듯하다.

98) 임승순(각주 1), 185쪽. 여기서는, ‘형식적으로는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라 하더라

도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소순무(각주 11), 

124-125쪽은 예정신고에 확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그 입장이 불

분명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따로 

경정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확정신고 기간이 되기 전에 예정신

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이들 견해의 태도는 

분명하지 않다.
99) 전대규(각주 9), 337쪽은 예정신고에 확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과세관청이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형평’을 맞출 필요

가 있다는 점에서 경정청구를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김완석⋅정지선(각주 62), 

708쪽도 같은 입장.
100) 이러한 부과처분은 따로 ‘예정결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각주 63 참조.
101) 김완석⋅정지석(각주 62), 707-708쪽, 그리고 전대규(각주 9), 338쪽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이른바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예정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예정결정’의 개념이 

별로 유용하지 않은 듯하다는 이 글의 입장(각주 61, 63 참조)에서 보면, 단순히 예

정신고의 기한이 지나도록 납세자가 올바로 세액을 확정시키지 않은 경우나, 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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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국적 확정설

종국적 확정설에 따른다면 이러한 확정신고는 명확히 불가능하다. 3.에서 바로 

이어 살펴보듯이 종국적 확정설 하에서 이러한 확정신고는 그 자체로 세액을 확정

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좋게 

해석’될 수 있을 뿐인데, 부과처분을 받은 다음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다

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102)하기 때문이다.

(2) 잠정적 확정설

반면 잠정적 확정설의 경우 이 쟁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반드시 분명하지

는 않다. 한편으로는 확정신고를 하면 부과처분도 효력을 잃는다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 부과처분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정신고에 갈음하는 것－말하자면 ‘예정

결정’－이기 때문에 확정신고가 좀 더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정적 확정설에 따르더라도,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신고에 따라 소멸한

다는 결과만큼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 근거로는 ‘항고소

송의 배타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납세자는 항고소송의 일종인 취소소송을 통하

여서만 부과처분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면, 확정신고를 통하여 부과

처분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잠

정적 확정설은 여기서도 좀 더 복잡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3.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과소한 예정신고를 납세자 스스로 바로잡는 경우

예정신고가 없거나 과소한 경우 이를 확정신고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이 경우 납세자가 일단 예정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103)

고의 기한이 지나도록 올바로 세액을 확정시키지 않은 경우나, 과세관청은 똑같이 

세액을 확정시키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다만 확정신고 기간이 되기 전

에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는 부과처분은, ‘정산’ 확정신고에 의

하여 그 효력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다는 점에서 ‘잠정적’인 효력을 가질 

따름이다. 이 점을 제외하면 그 시점－확정신고 기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부과

처분의 효력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이를 특별히 구별할 이유도 없다. 

이 점에서도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의 구별은,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말하자면 그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
10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의3 제1항이 모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가 결정⋅

경정을 ‘통지하기 전’에 가능함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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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국적 확정설

종국적 확정설 하에서는 우선 이러한 확정신고에 곧이곧대로 세액 확정의 효과

를 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종국적 확정설의 출발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대등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데에 있다. 따라서 예정신고해야 할 세액은 예정

신고의 시점에서 확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올바로̇ ̇ ̇  확정시키지 못하고 

과소한 예정신고를 했다면 국세기본법이 마련한 일반적인 장치로서 수정신고나 기

한 후 신고에 따라야 한다. 이는 과다한 예정신고를 한 잘못은 역시 국세기본법이 

마련한 시정 장치인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종국적 확정설의 다

른 결론－경정청구의 배타성－과도 물론 연결된다.

다만 종국적 확정설에서 ‘수정’ 확정신고를 경정청구의 의미로 ‘좋게 해석’하여 

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과소한 예정신고를 바로잡는 확정신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역시 ‘좋게 보아’ 다룰 여지가 있다. 

그 결과 과소한 예정신고를 한 후에 예정신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으로 확정신

고를 하면, 이를 수정신고로 이해하는 결과 그에 따른 확정의 효과가 생긴다. 수정

신고에는 세액 확정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후 확정

신고를 하여 기한 후 신고로 보게 되면, 이때에는 세액 확정의 효과가 바로 발생

하지 않는다.104) 그리고 현행법에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의 

효과가 있으므로,105) 이러한 확정신고에도 그러한 가산세 감면의 효과가 따라올 

수 있다.

(2) 잠정적 확정설

잠정적 확정설의 논리에 따르면, 이와 같이 확정신고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고, 여전히 확정신고한 대로 세액 확정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부담을 줄여줄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이 점

에 관한 논의가 흔하지는 않지만, 수정신고의 예에 준하여 가산세 감면의 효과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106) 다만 예정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

103) 위의 II.2.(1) 참조.
10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본문은 기한 후 신고가 있은 다음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내에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호의2 제2호에서 보

듯이, 이러한 경우 세액은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에 따라 그 시점에서 확정

된다.
105)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각 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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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히려 ‘기한 후 신고’와 사실관계의 구조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이때 있었던 것은 원래 의미의 확정신고̇ ̇ ̇ ̇ ̇ ̇ ̇ ̇ ̇이지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가 아니며, 다만 이들에 관한 가산세 감면을 유추적용̇ ̇ ̇ ̇하여 줄 

것인지의 문제가 남을 뿐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

도 생긴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정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와 비슷한 문제라고 할 수

도 있는데, 여기서도 수정신고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107) 수정신고의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도가 달라짐을 감안하면108) (경정청구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허용하는 편이 더 형평에 맞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109) 다만 예정신고 

기간을 놓친 뒤 바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110)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확정시킬 수 있는데, 굳이 

그 전에 세액 확정의 효과도 없는 기한 후 신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개별 세법 규정의 적용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IV.3.에서 따져본 개별 세법 조항들의 적용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국세우선권의 경우를 살펴보자.

106) 잠정적 확정설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 점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으로서 정기상(각주 10), 

326쪽.
107) 김완석⋅정지선(각주 62), 708쪽.
108)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각 목 참조.
109) 김완석⋅정지선(각주 62), 708쪽도 경정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정신고도 확정신

고와 함께 아울러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기한 후 신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반대로 전대규(각주 9), 337쪽 각주 30은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부

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논거에 관한 설명이 너무 간략해서(예정신고 

의무의 위반에 가산세를 물리는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된 이후에 감면 제도가 도입되

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한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10) 이와 같이 종국적 확정설 하에서는 확정신고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사이의 관계

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앞의 VI.1.에서 언급한 경정청구와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전대규(각주 9), 337쪽(각주 30 포함)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예 

확정신고만에 의하여 예정신고의 내용을 바로잡도록 해야 하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앞의 VI.1.(2)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확정

신고의 배타성’이라고 할 만한다). 하지만 바로 앞의 각주 109에서 언급한 대로, 납

세자가 확정신고를 할 수 있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이 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

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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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고지서 발송이 있은 다음 납

세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기가 마쳐지고, 그 직후에 저당권이 실행된 경

우를 가정한다. 실제 그러한 신고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

득세 채권자인 국가는 경락대금의 배당 절차에서 일단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을 받아갈 수 있다. 하지만 신고나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감액경정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다. 또 이 글과 관련

하여서는 특히 ‘정산’ 확정신고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도 하다. 여하튼 이러한 결과가 생기면, 국가는 너무 많은 배당

을 받아간 것이 되고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111) 앞의 IV.3.(3)의 3)

이나 (4)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결과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1) 종국적 확정설

그러면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의 대립이 이 글에서 문제 삼는 ‘수정’의 

맥락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하여 보자. 예정신고가 저당권 등기일 이

전에 이루어지면 국가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 그 후에 ‘수정’ 확정

신고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종국적 확정설 하에서라면 이러한 확정신고는 

잘해야 경정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이 있

어야, 방금 확인한 결과－너무 많은 배당을 받아간 국가가 반환 의무를 지는－

가 발생한다.

(2) 잠정적 확정설

그런데 잠정적 확정설 하에서는 조금 다르다. ‘수정’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로 인한 확정의 효과도 없어지므로, 그 즉시 국가는 너무 많은 배당을 받아간 채

권자가 되어 버린다. 앞의 V.3.(1)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이때 국가는 세액 환급

을 거부하기 위해 증액경정처분 또는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세액의 법정기

일은 이 새로운 부과처분의 고지서 발송일이다. 따라서 ‘수정’ 확정신고가 있으면, 

그 당부에 관계없이 일단 국가는 순위가 밀리면서 그 우선변제권이 무력화된다.

이는 ‘수정’ 확정신고가 있으면 바로 환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과 비슷한, 종국

적 확정설의 논리적 귀결이다. 하지만 환급의무의 경우 국가가 바로 증액경정처분 

또는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데 반해, 이때에는 납세자의 일방적인 

111) 앞의 IV.3.(3)에서 언급한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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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만으로 국가의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거나 뒤로 한참 밀려나 버리고 국가가 이

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아예 납세자들이 악용할 우려까지 있어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 아닌가 싶고, 따라서 종국적 확정설에 따를 때에는 이에 대한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나 양도담보 대

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문제는 똑같이 불거질 

수 있다.

Ⅶ. 결    론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기본적으로 ‘확정’의 효력을 갖지만, 다만 

예정신고 세액보다 작은 세액의 ‘수정’ 확정신고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의 대립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종국적 확정설은, 예정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리고 ‘정산’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지우는 등 예정신고의 독립

적 성격이 강화된 현행법 하에서 이러한 ‘수정’ 확정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

장이다. 반면 잠정적 확정설은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확정신고가 진̇

정한 의미의 신고̇ ̇ ̇ ̇ ̇ ̇ ̇이므로,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수

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잠정적 확정설에서는 예정

신고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다음 ‘수정’ 확정신고를 통하여 즉시 국가의 환급의무

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종국적 확정설은 이러한 환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예정신고에 대한 국가의 감액경정이 필요하고 다만 납세자는 

이를 요구하는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결국 이 글의 입장은, 이와 같이 예정신고에 따라 여러 가지 확정의 효과가 발생

할 뿐 아니라, 예정신고를 올바로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물릴 정도의 의미를 

예정신고에 부여하면서도, 그 ‘수정’만큼은 확정신고라는 납세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절차법 체계 전반에 비추어 볼 때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일방적 행위에 따른 ‘수정’이 가능하다고 할 때 

국세우선권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에서

는 현실적인 문제점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잠정적 확정설을 취할 경우에

는,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나 부과처분 후 확정신고의 허용 여부 등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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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제법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

도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법을 전제로 한다면, 종국

적 확정설을 취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법원 역시 앞으로 이러한 현행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앞의 V.3.에서 살펴본 판결들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을 확정신고와 다름없이 강화시켜 

놓은 현행법 하에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단순히 ‘표현’, 또는 ‘예정’과 

‘확정’이라는 ‘수식어’에 있을 따름이다. 둘은 모두 법이 일정한 시점에 각각 이루

어질 것을 요구하는 신고이고 똑같이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아

무런 차이가 없다. 예컨대 첫 번째 양도 때 40, 두 번째 양도 때 30을 각각 예정신

고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의 의미에서 10을 추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납세자라면, 

각각의 신고 기간 내에 각각의 세액을 신고하여 확정시킬 의무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각각의 신고－예정신고이든 확정신고이든－가 과다하다면, 각각의 신고

를 일반론－결국 통상의 경정청구에 의하여야 한다－에 따라 바로잡으면 되고 

또 그래야만 한다(경정청구의 배타성!). 즉 예정신고를 확정신고로 ‘수정’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불필요하고 허용될 수도 없다.112)

투고일 2015. 10. 21    심사완료일 2015. 11. 19    게재확정일 2015. 12. 2  

112) 본문에서 든 사례－ 1차 양도에서 40을 신고하여야 하고, 2차 양도에서 30, 확정신고

에서 10을 추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만약 1차 양도에서 50을 신고하였

더라도, 2차 양도에서 20만을 신고하거나, 2차 양도에서 20을 신고하고 확정신고에서 

0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때 납세자는 50에 대한 1차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후의 예정⋅확정신고에서는 여전히 30과 

10을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엄밀히 말하면 2차 예정신고에서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30을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신고에서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

라 90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은 이 결과를 좀 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이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이 글에서 

계속 전제로 삼은 것과 같은 의미에서 ‘체계정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 결과는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글의 

심사 과정에서 이를 좀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 글의 말미

에 각주로 부가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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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the Preliminary Return of Korean Personal Capital 

Gains Tax Result in “Confirmation” of Tax Liability?

Yoon, Ji-Hyun*

113)

Under general theory of Korean tax procedures, tax liabilities are said to be first 

“established” when taxable events occur, and subsequently “confirmed” when either 

taxpayers file tax returns or the tax authorities issue tax assessments. When tax 

liabilities are “confirmed,” either taxpayers can duly make payments thereof, or the 

tax authorities can initiate enforcement process.

The problem is that, in case of the Personal Capital Gains Tax, taxpayers are 

required to file a “preliminary” return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each tax-

able transaction, while they are as a matter of principle required to file a “regular” 

return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where the 

taxable transaction(s) occurred. Two opposing views exist as to whether the prelimi-

nary return “confirms” the relevant tax liability only temporarily until the moment 

when the regular tax return is filed, or permanently in spite of the use of the ad-

jective “preliminary.” The question actually boils down to whether the preliminary 

return can be wholly or partly amended by the regular return, and this article argues 

that in light of the general theory of tax procedures in Korea, the preliminary return 

can be amended only by way of the general procedure of “request for amendment” 

under the Korean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and thus cannot be amended 

via the regular return.

Keywords: personal capital gains tax, preliminary tax return, regular tax return, 

confirmation of tax liabilities, request for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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