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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법학방법론〉

조세법 연구 방법론*

1)

李 昌 熙**

Ⅰ. 논점

일반론으로는 어떤 학문에서 方法論이라는 말은 직업적 연구자들이 서로 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학

에서 방법론이라는 말은 사뭇 다른 뜻을 가진다. 법학이란 종래 체로 法解釋學

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법학의 연구방법론 역시 체로는 법해석방법론이라

는 말과 일치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법해석이란 법원의 역할이므로, 법해석학은 

결국 법관을 위한 것이고, 연구자들의 방법론 연구는 법관들에게 법해석의 지침

을 제공한다는 어떻게 보자면 2차적인 역할만 맡는 셈이다. 한편, 적어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구자들은 이미 있는 법의 해석만이 아니라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立法論에 큰 노력을 들이고 있다. 물론 입법론은 법학자나 법률가의 

전유물은 아니다. 무릇 법률이란 사회제도를 글자로 적어놓은 것이며, 따라서 사

회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법률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넓게 보

자면 온 국민이 모두 사회제도에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어도 사회과학이

란 모두 사회제도의 형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법률가는 입법과정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 특별한 지위는 정책적 판단

을 법조문에 담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가라는 데에서 나온다. 설

사 정책적 판단 자체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보다 뒤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

법과정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다. 그 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이라

는 것은 사실 한 판에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은 

법률안이 구체적 글자로 나오고, 다시 이것을 놓고 청문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으

로 국회에서 토론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형성된다. 이는 곧 정책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교내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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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과 법조문의 작성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됨을 뜻

한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법률의 글귀이다. 정책은 법률의 글

귀 속에서만 살아남는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법률 안에 담긴 정책이 무엇인가

를 가장 잘 아는 최후의 책임자는 법률가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의 목적은 조세법의 연구방법론을 검토하는 것이다. 조세법 분야에 있어

서도 법률가의 역할은 법의 해석과 입법 두 단계에 걸친다. 우선 법률가들에게 

익숙한 문제인 법해석방법론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에 이어 입법론에 관한 몇 가

지 斷想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Ⅱ. 세법의 해석방법

세법의 해석방법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우선 법해석 방법론에 관한 用例를 정

리할 필요가 있다.

1. 법해석방법론

법이란 일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일정한 법률효과를 주는 꼴을 취하여, “p

이면 q이다”라는 꼴로 짜여 있다. 이를 놓고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라고 해석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안 된다. p가 아니면 q일 수도 있고 q가 아닐 수도 있다. 

“p이면 q이다”라는 말은 글자 그 로 p라는 요건에 해서는 q라는 법률효과가 

주어진다는 뜻일 뿐이다. p가 아닌 어떤 것에 하여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면 이른바 법령의 欠缺이나 틈이 생긴다. 그에 하여는 q라는 법률효과를 줄 수

도 있고, 다른 법률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의 

문제이다. 곧 틈의 어느 부분에 q라는 법률효과를 주고, 어느 부분에 q가 아닌 

법률효과를 줄 것인가가 해석의 문제로 생긴다.1)

법학통론 교과서는 종래 법해석 方法論으로 반 해석, 확장해석, 축소해석, 유

추해석 따위를 든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법해석 방법론이 아니다.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보자.

서울 입구 전철역의 개찰구 앞에는 “애완견은 데리고 탈 수 없습니다”라는 

1) 본문은 법의 해석과 유추적용을 엄 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 유추해석이라는 말을 쓰
는 우리나라의 용례를 좇은 것이다. 유추적용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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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말이 있다. 승객 하나가 고양이를 데리고 있을 때, 이 표지판은 어떻게 풀이해

야 할까? 표지판의 글귀만 보면 고양이는 반입금지 상으로 정하고 있는 애완

견은 아니다. 따라서 표지판의 글귀만으로는 답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애완견

을 태울 수 없다는 글귀를 생각해 보면, 열차에 탄 다른 손님이 싫어 할 것을 

염려하여 태우지 말라는 뜻이리라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팻말의 의미는 강아지

나 그 외에 귀찮은 애완동물은 태울 수 없다는 뜻으로 넓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다. 여기에서 ‘애완견’이라는 개념을 ‘애완견 또는 그에 못지 않게 귀찮게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넓게 해석하는 것을 확 해석이라고 일컫는다.2)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고양이는 태울 수 없다는 결론은 확 해석에서 얻어

진 것인가? 아니다. 고양이를 태울 수 없다는 결론은 어떤 다른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적어도 이 보기에서는 고양이를 태울 수 없다는 결론은 애완견을 태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인 것이다. 여기서의 확

해석이라는 것은 이미 내린 결론을 사후에 정당화는 것일 뿐이다. 반 해석, 축

소해석, 유추적용 따위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결국 반 해석, 축소해석, 확 해석, 

이런 말들은 법해석 방법론이라고 할 것도 못된다. 일찍이 라드부르흐가 설파하

듯, 이 사례에서 확 해석이란 “結果의 結果일 뿐이다.”3)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결론을 내린 뒤 이 결론에 맞추어 확 해석이나 축소해석을 하는 

것이다. 확 나 축소란 해석의 결과를 일컫는 말일 뿐이다.4)

결국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한 한 법의 해석에는 재량의 여지가 생기게 마련이

다. 해석자의 주관이란 있을 여지가 없고 법관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뿐이라

는 槪念法學的 사고5)는 오히려, 법관이 제 법감정이나 가치판단, 극단적으로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리면서 이런 판단과정을 숨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법관으로 하여금 각자 제멋

로 자유로이 판단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6)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법적안정성

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까닭이다.7) 바로 이런 자의를 막기 위해 법해석 방법론이 

2) 아마도 이 예에서는 법률의 유추적용이라고 보는 편이 옳겠지만, 그 말을 피한 채 결
과만 제시한다면 확 해석이라는 겉모습을 띠게 된다.

3) 라드브루흐, 법학원론(정희철 역), 196쪽.
4) Tipke/Lang, Steuerrecht(17. Aufl., 2002), 제5장 64문단.
5) 간단한 소개로는 Von Mehren, “Book review,” 63 Harvard Law Review, 370-371 

(1949); 이상돈, 법이론(1996), 35-37쪽.
6) 이런 생각이 이른바 자유법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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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된다.8)

2. 세법 해석방법론의 딜레마

전통적 견해는 세법에서는 擴大解釋이나 目的論的 類推9)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다. 19세기 미국의 판결을 보면, 세법은 과세권이 확 되지 않는 방향으로 엄격

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은 “공평과 자연법적 정의에 굳건히 터잡고 있는 것으

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10) 국의 1920년  판결을 보면 “세법에서는 

분명히 적혀 있는 것만 보면 된다. 의도란 설 자리가 없다. 세금에는 이래야 공

평하다는 것은 없다. 세금에는 방향성이 없다. 없는 글자를 있는 양 읽어 내거나 

숨은 뜻을 찾을 수는 없다. 그저 적힌 글귀를 공정히 보기만 하면 된다”고 한

다.11) 말하자면 세법의 유일한 목표는 세수이고, 따라서 세법에는 해석의 전거가 

될 목적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12) 세금을 걷는 데에는 “사건 자체에서는 규제

의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13) 왜냐하면, “조세채권은 입법자의 눈에 적당하다고 

비친 사건에 상당히 자의적으로 연결되는” 까닭이다.14) 세법이란 애초에 그 속에

서 합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도 체계적인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관철시켜야 할 가치란 법에 명시된 그 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좋은 조세체계, 나쁜 조세체계는 따로 있을 수 없다. 

규범적으로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실정법에서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삼아 유추

해석이나 확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15)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 면세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 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16)

7) Tipke/Lang, 제5장 48문단.
8) Tipke/Lang, 제5장 41문단.
9) Tipke/Lang은, 법령에 있는 글귀가 지닌 뜻의 한계를 넘는 법의 흠결 부분은 이미 법

해석의 역이 아니고 법의 유추적용의 역이라고 하면서, 세법에서도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유추의 가부는 해석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문제라고 한다. 
Tipke/Lang, 제4장 184문단 이하, 제5장 71문단 이하.

10) Cahoon v. Coe, 57 NH 556 (1876).
11) Cape Brancy Syndicate v. IRC [1921] 1 KB 64 가운데 71쪽, 12 TC 358 가운데 366쪽.
12) 예를 들어, Heinrich Wilhelm Kruse, Lehrbuch des Steuerrechts Bd. I(1991), 45-49쪽.
13) 같은 책, 46쪽.
14) 같은 쪽.
15) 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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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우리 법원의 실제 판결은 반드시 엄격해석만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판결 가운데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확장이나 축소는 물론이고, 납

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확장․유추하거나 축소해석하고 있는 것이 적

지 않다. 확장이나 축소를 한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종래 아무 

말 없이 실제로 유추나 확 해석을 한 판결은 매우 많다. 구체적 타당성 때문에 

또는 세법 체계의 앞뒤를 맞추기 위함이다. 몇 개만 살펴보자.

① 소득세법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원은 회사의 표이사가 횡령한 돈을 근로소득이라 판시하 다.17)

② 1978년 당시 적용되던 옛 법인세법은 비 리내국법인에 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서만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고,18) 부동산 

양도차익에 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

었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비 리내국법인도 특별부가세는 수익

사업 여부에 관계 없이 내어야 한다고 판시하 다.20)

③ 법인세법은 “벌금”과 “과료”를 손금불산입하지만,21) 몰수에 해서는 손금

불산입한다는 말이 없다(몰수는 벌금이나 과료와 다르다.22)). 그러나 법원

은 관세법상의 범칙행위로 인해 몰수된 물건의 가액을 손금불산입하 다.23)

④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소득의 원천이 국내인가 국외인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다.24)

⑤ 법원은 일반적인 세법보다 한결 엄격해야 할 조세범처벌법25)에 나오는 

“법인의 표자”라는 글귀를 “그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

적으로 경 하면서 사실상 표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26)

16) 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17) 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18) 그 당시 적용되던 구법인세법 제1조.
19) 구법인세법 제59조의2.
20) 법원 1982. 10. 26. 선고 80누455 판결.
21) 현행법 조문으로는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22) 형법 제41조.
23) 법원 1990. 12. 23. 선고 89누6426 판결,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24) 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등.
25) 조세범처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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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법원 판결 가운데는 국세청의 상고를 받아들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면서 그 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는 것도 있다.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6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27)

우리나라의 학자 가운데에서도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견해로 “납세

자가 충분한 담세능력을 갖추고 있고 유추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해 세

법상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있다.28)

3. 다른 나라

엄격해석이라는 레토릭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은 엄격해석만으로는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구체적 사안의 결론에 앞뒤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1) 독일

독일은 일찍이 1919년 Enno Becker의 주도로 Reich 국세통칙법을 만들면서 

19세기를 풍미했던 개념법학에 한 반발로 세법의 해석에는 목적과 경제적 의

미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여왔다. 세법해석방법에 관한 Tipke의 견해를 

되도록 직역하는 형식으로 그 로 옮겨보자.

“1919년 Reich 국세통칙법의 창조자인 Enno Becker는 방법론에 한 결단

을 들여오기를 원했다. 이는 개념법학에 반 하고 “목적론적 현실법학”으로 나

아가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Reich 국세통칙법 제4조를 만들었다. 조세적

용법 제1조 제2항의 전신이었던 이 법조는 일반적 법학방법론에서는 거의 생각

해 본적이 없는 조항이다. 조세적용법 제1조 제2항에 따르자면 해석에는 “國民

26) 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27) 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28) 김성수, 세법(2003), 157쪽; 이동식,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별도입법의 필요성”, 공법
연구 제28집 4호 2권(2000), 427쪽, 특히 442-4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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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 세법의 목적과 경제적 의미 및 사정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민관에 관

한 언급은 1919년 조세통칙법 제4조에서는 아직 없었다. Enno Becker는 1919

년의 조세통칙법 제4조에서 “학문적 적에 한 예링의 승리”를 보았다. 그는 이 

조항을 통하여, 개념을 한 올 한 올 따지는 것(Begriffhaarspalterei)과 縮字문화 

(Buchstabenkult), 글귀수선(Paragraphenschusterei), 구조주의(Konstruktional-

ismus)와 형식주의, 곧 “죽은 입법자와 함께 하는” 해석을 세법의 해석에서 내

몰기를 바랐다. 그 뒤 개념법학이 모든 법 역에서 방법론으로 극복된 뒤에는 

조세적용법 제1조 제2항은 하나마나한 말이 되었다. 따라서 1977년의 기본법은, 

해석규칙이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 채택하지 않았다(BT-Drucks 7/4292, 

제4조 관련 15).”29)

“잘못된 법문의 틈은, 세법적용에서 세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메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틈 메우기나 유추의 금지란 존재하지 않는다.”30)

“라이히 조세법원은 예전에는 유추에 우호적이어서 법률글귀의 가능한 말뜻

의 범위를 넘어갔고 심지어는 방법론적 반성도 없이 입법목적에 의해 주어지는 

범위조차 넘어가곤 했다. “경제적 관찰방법”을 억지 적용하는 일도 드물지 않

았다. 연방조세법원의 판결에도 그런 경우가 아직 보인다. 말로 표현하기로는 

연방조세법원의 판결은 거의 압도적으로 유추금지를 말한다. 유추를 허용한다

고 분명히 말한 것은 BFH BStBl. 1984, 221, 224 (IV. Senat)뿐이다. BFH 

BStBl. 1968, 650은 “양 날의 유추”를 허용했다. “양 날의 유추”란 경우에 따라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규범에 관한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BVerfGE 7, 89, 95에 따르면 독일기본법 제103조 

II항31)은 형법에만 적용되고 세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BVerGE 13, 318, 328

은 애매하다. BVerGE 69, 188, 203 ―이 결정은 기업분할에 관한 연방조세법

원의 판결을 정당화하는 것이다―은 BVerGE 34, 269에 관한 것이다. 이 결정 

(민법 관련)은 유추를 넘어 자유로운 법발견까지 정당화하고 있다.”32)

“시민의 부담으로 가는 유추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형식적 법치국가

라는 사고에 응한다. 이 생각은 2차 전 후에는 국법학과 행정법학에서 ―  

29) Tipke/Lang, Steuerrecht (19 Aufl. 2002), 제5장 49문단.
30) 같은 책 제4장 53문단.
31) “행위는 처벌 상임이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법률로 정해져 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32) 같은 책 제4장 187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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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 권력분립, 법률유보, 법적안정성원리, 법형성, 법관의 법, 이런 말

들을 넘는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법이나 사회법에서도 유추금지

가 없음은 분명하다. 실질적 법치국가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만은 

이 실증주의적 전통이 손상되지 않은 채 세금을 창조하는 유추는 금지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다.”33)

“해석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가능한 말뜻을 넘는 곳에서 시작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법률흠결을 법보충(법발견, 법의 추가형성, 법창조)을 통하여 채우는 

것이 있다. 무의식적 법률흠결은 계획에 어긋나는, 입법목적과 결합할 수 없는 

법률의 불완전성이다: 입법부는 특정한 계획을 가지고 특정한 입법목적을 실현

하려 하 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하 다; 법률이나 개별적 법률규정이 기초를 

이루는 계획이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틈이 있는 채 남아 있고 추구하던 목적

은 요건에서 다루어지지 못했거나 불충분하게 다루어졌다. 이것은 계획이나 목

적을 법률의 구성요건으로 이식하면서 생긴 사고에 관한 것으로, 입법부가 삶

의 사실관계를 모두 생각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입법당시 아직 없었던 일이므

로 생각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긴 흠결은 법과 나란히 있는 

흠결이다. 법과 나란히 있는 흠결을 법적용자가 자유로운 맘으로, 자율적으로, 

주관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흠결채우기의 기준은 오히려 (규범의 

起草를 이루는) 원칙(가치판단), 즉 유추의 방법으로 실효성을 얻는 원칙이다. 

유추란 법률이나 하나 이상의 법률문장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 법률의 가능한 

말뜻을 넘어서 법률에 의해 편향되는 방향으로 더 넓혀지거나 끝까지 가는 것

을 말한다. 개별사건에서 유추란, 법률의 글귀(가능한 말뜻이나 단어개념)에서 

보호를 구하지 않는 목적론적 또는 원칙지향의 법적용이다. 유추란 동일한 원

칙에 의해 포섭되는 사실관계에서는 같은 법률효과가 나오는 결과를 낳는다. 

유추는 평등원칙의 실현에 봉사한다(augumentum a simile oder pari). 법률상

의 의제는 종종 법률에 의해 명령된 유추이다(중략: Canaris의 목적론적 확

에 관한 논의).

자주 입법부는 의식적으로 규정을 두지 않는다. 특히 사안이 법률을 만들만

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여겨서 법률효과의 결정을 우선은 판례와 학설에 맡겨두

기를 원할 때 그렇게 한다. 이때는 의식적 흠결이 있는 것이다.(중략)

숨은 흠결이란 어떤 사실관계가 법률의 글귀에 포섭되지만 법률글귀가 어떤 

점에서 입법목적을 벗어나 버려서 목적에 맞게 좁히는 것이 가능한 말뜻을 

쳐낼 때를 말한다. 이 때에는 축소해석 신에 목적론적 축소(Reduktion)가 고

33) 같은 책 제4장 188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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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된다(K. Larenz, Methodenlehre). 목적론적 축소에 의해 생긴 흠결은 우리 

생각에는 유추를 통해 풀어야 한다.

적용 상인 요건에 부담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법률효과를 연결할 수 있는

가에 관해서는 유추는 부담을 가중할 수도 있고 이익을 넓힐 수도 있다. 목적

론적 축소는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이익을 줄여서 그리하여 부담을 주는 방향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34)

Tipke보다는 훨씬 보수적 생각을 가진 Kruse는 유추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을 보이지만, 오로지 엄격해석만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법적용의 방식에서, 법률의 가능한 말뜻을 넘어서 과세요건을 넓힐 수는 없

고 새로운 과세요건을 창출할 수도 없다. 그런 범위의 법적용, 특히 유추는 허

용되지 않는다.”35)

“오늘날에 와서는 어느 법률에서 같은 글자로 이루어진 개념들이 반드시 같

은 뜻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고, 서로 다른 법률에서 서로 다른 글자로 이루어

진 개념들을 똑같이 해석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 의미관련, 입법목적 그밖

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논거가 같은 글자로 된 개념들을 달리 해석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요구한다. 공법규정을 통한 사적자치의 제약 역시 오늘날에 

와서는 자명하다.”36)

독일 헌법재판소 역시 세법에 쓰인 민법개념이 민법과 같은 내용이라는 추정

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37) 나아가 독일의 솔직한 현실을 본다면 목적론적 해석이

나 유추해석의 가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 착오라고 말해야 옳다. 가령 인적회

사나 조합기업의 과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독일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100단어 뿐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규칙을 필요로 

한다. 이 문제에 관한 독일의 현실은, 거의 모든 규칙이 판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논점에 관한 독일 판례는 셀 수 없이 많고, Schmidt의 주석서를 보면 

깨알같은 글자로 정리한 판례의 내용이 100쪽을 넘고 있다.38) 판례가 이처럼 쌓

34) 같은 책, 제5장 71-76문단.
35) Heinrich Wilhelm Kruse, Lehrbuch des Steuerrechts, 61쪽.
36) 같은 책, 22쪽.
37) 1991년 12월 27일 결정. BStBl, 1992 II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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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밖에 없는 것은 논점 자체가 워낙 엄청난 까닭이다. 이에 해당하는 미국법

의 조문은 미국세법 제701조에서 제771조를 차지하고 이 내용을 다룬 주석서는 

보통 1,000쪽 내외의 분량이 된다. 독일에서는 법률에는 겨우 100단어만 두고 나

머지 규칙을 모두 판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실을 놓고 본다면, 목적론적 

해석이나 유추적용의 가부는 사치스러운 말싸움이고, 독일에서는 법원이 아예 법

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편이 진실에 가깝다.

(2) 미국

미국에서도 19세기에는 엄격해석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 지만39) 오늘날의 미

국법원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다른 법률과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40) 지금도 엄격

해석을 해야 한다는 식의 언급이 판결에 나오는 적은 있지만 이는 레토릭일 뿐

이고, 실제로는 가령 도박에서 생긴 이득을 “고정되었거나 확정된, 해마다 받거

나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극단적 확 해석을 따른 

판결도 있다.41) 미국세법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주석서인 Bittker의 교과서는 미

국의 솔직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세법을 형벌이나 몰수를 부과하는 법과 마찬가지로 생각한 이런 접근은 전

성기에도 시비가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포기되었다. 오늘날 법원은 아주 폭넓

게 세법을 적용한다 ― 어떤 이들은 열성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엄

격해석이라는 警句가 아직 살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부에 불리하게 하는 

경우보다는 비과세, 공제 기타 감경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적용하는 개념이다.42)

(3) 국

국에서도 전통적 견해는 엄격해석만이 가능하다고 하 지만,43) 1981년의 

38) Ludwig Schmidt, Einkommensteuergesetz (19판, 2000), 15조 주석 161-787 문단.
39) United States v. Wigglesworth, 28 F. Cas. 595 (C.C. Mass. 1842). United States v. 

Isham, 84 US (17 Wall.) 496 (1873). Cahoon v. Coe, 57 NH 556 (1876). 등.
40) Fulman v. United States, 434 US 528 가운데 533쪽 주석 8.
41) Barba v. US, 2cl.ct 674(1983).
42) Boris I. Bittker, Martin J. McMahon & Lawrence A. Zelenak,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looseleaf), 1.03[1]절.
43) IRC v. Duke of Westminster, [1936] AC 1, 19 TC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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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ay 판결44) 이후에는, 특히 Furniss v. Dawson45)은 목적론적 해석의 길을 열

고 있다.46) 그 뒤 Craven v. White 판결47)이 다시 고삐를 걸기는 했지만, 

McGuckian 판결48) 등은 이 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목적론적 해석 그 자체는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 세법해석과 헌법

세법에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형법의 해석방법과 

견주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

(1) 刑法의 해석방법과 헌법

형법의 해석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類推適用이 금지된다고 보는

데 아무 이견이 없다. “유추해석은 법규의 창설에 해당한다. … 법관이 유추해석

의 기법을 동원하여 법규범을 창설․보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9)

이에 반하여 擴大解釋은 형법에서도 반드시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확장해석

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규범을 전제로 하면서 당해 법규가 지향하는 목표나 

방향설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법규의 의미내용을 넓혀가는 것이다. … 해석의 한

계를 준수하는 확장해석은 소위 정당한 확장해석으로서 해석의 역에 위치한

다.”50) 실제로 판례나 교과서를 찾아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의 사례도 

적지 않다. 가령 유가증권 위조․변조죄에서 “유가증권”이라는 말은 반드시 유통

성을 가질 필요가 없고51) 극장입장권, 승차권, 경마투표권, 버스토큰 따위도 유가

44) Ramsay v. IRC, [1981] 1 All ER 865, [1981] STC 1974. 일련의 금융거래를 통해 채
권양도이익(당시 국법의 제한적 소득개념에서는 비과세 상)과 주식처분손실을 창출
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련거래를 묶어서 실질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보았다.

45) [1984] STC 153.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회사를 세워 주식양도차익
을 자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피한 사건이다. 법원은 모회사가 직접 양도한 것이
나 마찬가지로 과세하 다.

46) John Tiley, Butterworths UK Tax Guide, 제1장 1:30 문단.
47) [1988] 3 All ER 495, [1988] STC 476, HL. 결과적으로는 Furniss v. Dawson 사건과 

사실관계가 같아지지만, 자회사가 주식을 반드시 다시 팔도록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
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차이점이 있고 이 점에서 판결결과에 차이가 생겼다.

48) IRC v. McGuckian, [1997] STC 908.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다.

49) 신동운, 형법총론(2001), 37쪽.
50) 같은 책,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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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라고 한다.52)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다는 법조문에서 

“결혼”이라는 말은 법률혼만이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풀이한다.53) 일반적 

법률용어로는 매매의 목적물은 재산이지만 부녀매매죄에서 “매매”라는 말은 재산

권이 아닌 사람을 이전하고 금을 받는다는 뜻으로 넓혀 풀이할 수밖에 없다.54) 

이제는 뒤집히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법원은 ‘국가기 ’이라는 말은 적법한 절

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도 포함한다고 풀이하고 있었다.

한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으로서 ‘해

석’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추[적용]의 범주로 넘어가게 된다. … 형법의 

역에서는 … 유추[적용]이 금지되고 있다.”55) 형법의 유추적용이 금지되는 이유

는 무엇인가? 유추적용을 금지한다는 명문의 법률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

추적용이 금지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의하여”이다.56)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

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 조문에서 보듯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만이 형벌을 받는다. 

“해석의 한계를 준수하는 확장해석은 소위 정당한 확장해석”이지만 “이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그 결론은 기존의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역에 위치한다. 그리

고 그 순간 그 결론은 해석이 아니라 유추”로서57)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

51) 법원 2001도2832, 95도20.
52) 오 근, 형법각론 799쪽, 780쪽.
53) “형법학의 다수설”, 오 근, 같은쪽, 174쪽 등.
54) 법원 선고 91도1402 판결.
55) 신동운, 앞의 책, 20쪽.
56)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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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2) 세법의 해석방법과 憲法의 귀

형법과 달리 세법에 관하여는 해석방법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하나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1)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합목적성에 비

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엄격해석의 논거로 삼기는 적절치 않다.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

법의 합목적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는 엄격해석과는 반 방향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Tipke의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 세법의 유추적

용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논거가 바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이기 때문이다:

“‘유추적용 금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의 실제 문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

질적 법치주의의 립이다. 유추는 법률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를 결과에 관하

여 넓혀 생각함으로써 평등에 봉사한다. 그리하여 과세형평에 봉사한다. …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 사이의 립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 

맥락에서는― 법적안정성의 무게가 적은 까닭에 실질적 법치주의(그에 따라 

유추) 쪽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나 자문인 어느 쪽도 법률문구의 글

자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부분이 법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덮어두더라도, 법의 내용은 법의 글귀에서만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문의 위치를 고립시킨 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의 규정은 전체

적 관련과 상호의존성 안에서만 또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조항이나 불확정개념 또 유형개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행정규칙과 판례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학설에서 

기준이 나오는 것이다. 가능한 말뜻이라는 적용한계는 제한된 법적안정성을 낳

을 뿐이다. 가능한 말뜻 안에서도 개는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유추는 자유로운 법발견이 아니고, 오히려 해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목적론적 방법이다.”

57) 신동운, 같은 책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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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제는 헌법으로 돌아온다. 헌법은 세법의 확 해석이나 유추적용을 

금지하는가? 세금에 관련한 헌법의 글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38조(納稅의 義務)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조세의 種目과 稅率)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위 두 조를 형법에 관한 헌법조문 두 가지와 비교하면, 세법의 해석방법이 형

법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헌법 제12조와 제13조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비해 제38조는 “납세의 의무”라는 제

목을 달고 있고 제59조는 중립적 글귀를 담고 있다. 물론 제38조와 제59조를 반

해석하여 법률이 정하지 않으면 납세의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반 해석이란 해석방법론이 아니다. 왜 그렇게 반 해

석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논증(이 논증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보기로 하자)이 

없는 이상 당연히 반 해석하여야 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적어도 글귀만 

따진다면 세금에 관한 헌법 제38조와 제59조의 글귀는 형벌에 관한 헌법 제12조

와 제13조의 글귀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엄격해석론이 내세우는 또 한 가지 

논거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조항이다. 엄격해석을 강조한 19세기 미국판례 역시 

그 논거로 세금은 재산권의 몰수라는 점을 들고 있다.58)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

도, 정당한 범위 안의 확 해석으로 몰수형을 부과할 수 있다면 정당한 범위 안

의 확 해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나아가 일반론으로 재산권 

보장 조항을 세금에 한 방어조항으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59)

결론짓자면 우리 헌법의 글귀 자체만 놓고 따진다면 세법의 유추적용이 가능

하다는 결론까지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형법의 해

석에서 허용되는 정도의 확 해석을 금한다고 풀이할 길은 없다.

(3) 慣習헌법과 조세법률주의

세법의 해석방법에 관한 헌법의 제약은 헌법의 글귀를 따지는 것만으로 끝나

58) United States v. Wiggleworth, 28 F. Cas. 595 (C.C. Mass. 1842).
59) 상세는 이창희, 세법강의(제4판), 4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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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헌법에 적히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60) 관습헌법, 不文헌법, 그밖에 용어는 무엇이

든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 관행 내지 관례 가운데 헌법의 지위에까지 이르는 것

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법의 역에서 확 해석이나 유추의 금지

는 이런 불문헌법이나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는 이른바 租稅

法律主義라는 개념으로 돌아간다. 세법에서 확 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거로 판례와 학설이 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조세법률주의라는 개념인 

까닭이다.61) 그렇지만 조세법률주의라는 개념을 독자적인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이

라고 말할 여지는 전혀 없다.62) 헌법의 지위에 속하는 불문의 규범을 만들어낼 

권한이 헌법재판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동체로서의 국민전체 내지는 국

민의 압도적 다수에게 있다고 보는 이상은 우리 정치사, 헌법사와 무관한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이 헌법 규범으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독자적인 관습헌법은 아니더라도 혹시 조세법률주의란 우리 헌법

에 당연히 내재한 불문헌법은 아닐까? 유럽과 미의 근 사에서 형성된 헌법개

념과 헌법제도 가운데 일정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불문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거나 독일헌법이나 미국헌법의 해석론 가운데 상당부분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마

찬가지라는 생각은 사실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쉽지 않은 위험한 논리이다.63) 

나아가 이 논리를 받아들이더라도, 종래 이해하는 뜻의 조세법률주의란 우리나라

의 불문헌법이 되지 못한다. 이미 보았듯 세법에서는 오로지 엄격해석만이 인정

된다는 식의 조세법률주의란 독일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다. 더 나아가 조세법률

주의라는 개념을 관습헌법이나 불문헌법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이 개념이 죄형법

정주의보다 더 엄격한 법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떤 사람

이 사형을 벗어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신 죽어야 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세금에서는 Tipke가 말하듯, “한 사람이 세금을 덜 내면 다른 사람들이 

다같이 더 낼 수밖에 없다.”64)

60) 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 등 결정.
61) 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이태로․안경봉, 조세법강의(신정4판) 22

쪽, 임승순, 조세법(2005년판), 46쪽.
62) 이창희, 세법강의(제4판), 71쪽.
63) 인류 보편의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문화적 제국주의의 침탈은 경계해야 마

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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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이상의 논의에서 분명해진 것은 “세법에서는 엄격해석만이 가능하다”는 말은 

틀렸다는 점이다. “엄격해석만이 가능하다”는 말은 형법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법의 역에서도 정당한 해석의 범위 안에서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 해석도 

가능하고, 실제로 법원은 그런 확 해석을 하고 있다. 확 해석 그 자체는 문제

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해석의 범위 안에 있는가만이 문제될 뿐이다. 한편 

이상의 논의만으로는 유추적용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가에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는다.

Ⅲ. 實質課稅

법의 유추적용에 의한 과세까지도 가능하다는 Tipke 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사법과 똑같은 식으로 해석하자는 말에 적극 찬동하고 나서기는 무언가 

꺼림직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국가란 없을 수 없다, 국가란 중요하다, 세금은 

의무다, 세금부담은 공평해야 한다,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조항으로 세금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을 다 옳다고 받아들이더라도, 결국 따지고 보자면 세법이

란 국가가 납세자의 재산을 뺏는 것이다. 이 관계를 놓고 볼 때 세법의 해석방법

이 私法과 같아야 한다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렵다. 세금이란 남만이 

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는 것인 이상,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공평과세를 중시하고 싶은 사람이더라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격한 해석으로 돌아가고 싶게 마련이다. 엄격해

석을 중시하고 싶은 사람이더라도, 남들이 세금을 빼먹는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저런 것 과세하지 않고 뭘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이런 딜레마에서 

생겨나는 개념이 이른바 실질과세이다. 과세요건은 되도록 엄격히 해석한다는 입

장을 견지하더라도, 세법의 해석적용에서는 사법상의 거래형식이라는 겉껍질만 

볼 일이 아니고 실질을 보자는 말이다.

세법이라 하여 해석방법이 다른 법과 특히 다를 일은 없다는 생각을 솔직히 

인정하는 미국의 법원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한계를 넘어가는 듯한 사건에서 

정면으로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과세한다고 말하는 적은 드물고 거의 언제나 뭔

64) Tipke/Lang, 제19장 3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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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이유를 댄다. 늘 볼 수 있는 말로 事業目的 이론,65) 多段階거래 이론,66) 

sham 이론,67) 나아가 한결 일반적 용어로 實質優位68)라는 개념을 과세권의 정당

화 근거로 쓴다. 미국법에는 실질과세에 관한 법조문은 없으므로, 이런 여러 가

지 개념들은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유추과세나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들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 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

하면서도 나름 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 보기 위한 도구적 개념들인 것이다. 너

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개념들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 사이의 경계는 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69)

독일법에서는 이른바 經濟的 觀察방법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어 “법의 형성가

능성의 남용을 통하여 세법을 회피할 수는 없다. 남용이 있으면 경제적 사상의 

적절한 법적 형성에서 생겼을 조세채권과 같은 조세채권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

다.70) Tipke와 같이 유추과세를 全面 인정한다면 이 조항은 확인적 선언규정이지

만, 유추과세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예외적 창설적 조문이 된다.71) 어느 입장에

서 보던 이른바 차용개념, 곧 세법에 쓰이고 있는 민사법개념은 반드시 민사법과 

같은 뜻으로 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정당한 해석범위 안에서의 확 해석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독일 문헌에 그렇게 적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은 경제적 관찰방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범위 안에서는 유추과세를 허용한다는 

말이 된다.72)

65)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행위는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무시한다. Gergory 
v. Helvering, 293 US 465 (1935).

66) 다단계 행위는 묶어서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Minnesota Tea Co. v. Helvering, 302 
US 609 (1938).

67) 여기서 sham은 우리 법의 가장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우선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는 사법상의 실질을 발견하여 그에 따라 과세한다는 점은 우리 법에서나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다. 미국법에서는 사법상 유효한 행위도 경제적 실질에서 본다면 sham이
라 부르면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Knetch v. United States, 364 
US 361 (1960).

68) substance over form. Gregory v. Helvering, 293 US 465 (1935).
69) 실질을 중시하는 사고에 한 표적 비판으로 Isenberg, “Musing on Form and 

Aubstance in Taxation,” 49 Univ. Chicago Law Review 859 (1982), 특히 866-870쪽.
70)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
71) Tipke/Lang, 제5장 95문단.
72) 유추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경제적관찰방법을 사실확정 방법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이론적 모순을 피한다. Kruse, 같은 책, 144쪽. 유추과세를 인정하는 입장에
서는, 경제적관찰방법은 실정법에 의한 것이므로 유추적용에서 빠져나와 법해석(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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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國稅基本法 제14조 제2항은 ‘실질과세’라는 제목 아래 “세법 중 과세표준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본법에도 ‘실질과세’

라는 제목을 단 조문은 있지만 과세물건의 실질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전

자를 과세한다는 내용73)일 뿐이고 우리 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문은 없

다. 이리하여 우리 법에서는 위의 제14조 제2항이 말하는 ‘실질내용’이 어떤 의

미를 가지는가가 문제되는데,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하나는 이른바 법적실질설

로, 이 조항은 가장행위의 부인조항74)일 뿐이라는 것이다. 가장행위의 부인은 너

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면, 법적실질설이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추상

적인 선언에 불과하며 아무런 규범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된다. 

두 번째 견해는 동 조항이 실질과세(물론 경제적 실질설에 따른 실질과세)를 정

하고 있는 조문이라고 본다.75) 우리 판례는 오락가락 하고 있다. 먼저 오래된 판

결로서 법 제14조 제2항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면

서 법에 있는 요건을 그 로 만족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있는 효과를 인

정한 사례가 있다.76) 근래의 판례는 법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 지만77) 아주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판례의 경향이 바뀌고 있다.78)

Ⅳ. 세법의 입법 방법론과 헌법

나라 전체를 놓고 본다면 법률의 해석방법론보다 한결 중요한 것은 법률을 바

로 잘 만드는 것이다.

론적 해석)의 일부가 된다. Tipke/Lang, 5장 65문단은 후자가 지배적 학설이라고 하고 
있다.

73) 우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74) 독일 조세기본법 제41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75)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없더라도 실질과세는 법에 내재된 원칙이라고 한

다. 이태로․안경봉, 조세법강의(신정4판) 34-36쪽. 김성수, 조세법(2003), 169쪽.
76) 법원 1967. 2. 7. 선고 65누91 판결.
77) 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5 판결;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등.
78) 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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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형식상의 법치주의

과세요건은 法律로 明確히 정해야 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

라는 것이 법률을 함부로 무효선언할 수 있는 기계적 개념은 아니지만79) 과세요

건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자는 것이 적어도 입법의 指南鐵이 되어야 함에는 의문

의 여지가 없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과세요건을 이루

는 개념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소득, 소비, 재산처럼 세법의 과세물건을 나타

내는 개념들이 국가에 앞서서 우리 인간의 삶에 당연히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

문이다. 이 개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제도에 의하여 형성된 역사적 개념들

이다. 가령 소득세 같으면, 소득개념이 소득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소득세제가 

소득개념을 형성한 것이다.80) 문제는 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하는가이다.

(1) 어디까지를 법률에 적을 것인가?

세법은 의미내용이 어렵다. 글귀를 되도록 쉽게 적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아무

리 쉽게 적으려 하더라도 쉬운 세법이란 사실 있을 수가 없다. 과세요건이나 효

과를 정하는 글월 속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워낙 복잡한 까닭이다. 법률에 적

어두는 내용은 얼마나 자세해야 하는가?

1) 현행실무

현행실무는 지극히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다 법률에 적고 있다. 가령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한 조항을 보자. 꼭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읽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

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79) 이창희, 앞의 책, 23-30쪽.
80) 같은 책, 64쪽, 235-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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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

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

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

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

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

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

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

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

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

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

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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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

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략)

③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이하인 경우에

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

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

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

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

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

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

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

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

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전의 지분비율 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

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 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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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

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

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

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

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

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에 한한다)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 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

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

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

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6.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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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 무슨 말인가?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 앞의 법조문을 다 읽고 

여기에 온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이 법조항의 역사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겨우 읽어낼 수 있는 문장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가라 하더라도 교과서의 도움 없이 이 조항을 새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으

리라고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쉽게 다시 적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말이다.

1. 새로 주식이나 지분을 발행하면서 신주의 발행가격이나 인수가격을 시가와 

달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

가액으로 한다.

2. 신주를 배정받은 자는 소수주주 기타 손해를 본 자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이익을 본 금액을 과세한다.

3. 신주를 배정받는 꼴 이외의 꼴로 이익을 본 자(시가를 넘는 발행을 통해 이

익을 보는 기존주주 등)는 손해를 본 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만 과세한다.

4. 위 2나 3에서 신주나 실권주를 적극적으로 배정하는 행위 없이 단순히 신

주인수포기 등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익을 본 금액이 법에 정하는 

기준(30% 차액, 또는 합계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이 답을 들고서 다시 읽어보더라도 “아, 이 뜻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

람은 고도로 훈련된 법률가 가운데에도 아마 극소수일 것이다.

2) 과세요건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의 갈등

위에서 본 법조항은 다만 한 가지 예이다. 그에 못지 않게 복잡한 법조항은 

무수하다. 세법의 내용이 이처럼 복잡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우리 

법원, 특히 헌법재판소가 법률로 정한 과세요건 가운데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하위 명령에 한 법률의 위임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싶은 경우에는 이를 

위헌이라 선언해 온 까닭이다. 몇 가지만 들어보자.

이 사건 법률조항은 … 증여의제로 증여세의 과세 상 내지 과세물건이 되

는 것을 단지 “현저히 저렴한 가로써 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로

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하위법령인 통령령에 위

임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인 일반 국민이 과연 어떤 행위로 인한 어떤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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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인가를 법률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국 증여세의 과세 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

률에 특정하 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를 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될 뿐

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을 하위법령인 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반된다.8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으로서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

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구 상속세법은 정작 ‘시가’의 개념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 여부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고,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결국 법원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렇다면, 첫째, 비록 시가 산정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법률 내용의 불명확성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일부 해소될 수 있

다 할지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이라는 어구는 그 의미가 너무 모호하고 불완전하여, 이를 

‘시가’라고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그리고 다른 조항들과의 유기적인 해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구체적 의의를 명확히 할 수 있

는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구 상속세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시가’의 개념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내기에 충분한 규

정은 없는 점, 둘째, 시가의 내용이나 그 산정방식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이 다양하기는 하나,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평가방법 및 기준을 규

정할 수 없을 만큼 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4. 12. 

22. 법률 제4805호에 의한 개정에 의하여 위임입법의 근거가 마련되고, 그 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시행령 및 기본통칙 규정들이 법

률로 규정되었다), 셋째, 시가 산정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이와 같은 불명확성

으로 인하여 다의적, 자의적, 임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통상의 주의력 및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 쉽지 않고 일반적인 경험칙에 의하여서도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따라서, 행

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

81) 헌법재판소 1998. 4. 30. 93헌바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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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여지가 있어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친다는 점, 넷째, 결국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여건 실현 당시 자신의 조세부

담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조세의 부과시점 또는 그 후 법원의 판단시점

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조세부담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처

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더 강화되어 있는 점(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533-534;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91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내용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82)

그밖에도 헌법재판소는 “유휴토지”,83)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84) 따위의 

개념을 불명확한 개념으로 보아 위헌선언하는 등 과세요건이 불명확하거나 구체

적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통령령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법률을 위헌선언한 적

이 많다. 이 배경 하에 국회와 행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

에 담으려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 가령 앞 항의 예에서 본 불균등증자를 통한 

부의 이전이라면, “이익” 금액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법령은 불균등증자 과정에서 부가 이전되는 유형을 모두 

열거하고 각 유형별로 부의 이전금액의 산출방법을 모두 적어두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과세요건이 명확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불명확해지고 말았

다는 점이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명확하다고 할 수 있

는가? 앞 항의 법령의 규정과 1-4로 정리한 내용 가운데 어느 쪽이 예측가능성

을 주는가? 사실은 이익의 금액은 사실판단의 문제일 뿐이다. 增資나 減資를 하

면서 신주발행가액이나 감자가액을 주식가치와 달리하면 주주 사이에 부의 이전

이 생긴다. 기존주식의 가치보다 싼 발행가액으로 증자한다면 신주주가 득을 보

고 비싼 발행가액으로 증자한다면 기존주주가 득을 본다. 감자가액을 기존주식의 

가치보다 낮추면 남는 주주가 득을 보고, 높이면 감자당하는 주주가 득을 본다. 

가령 기존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이고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인 회사가 있다고 하

자. 이 회사가 신주 100주를 발행하면서 50억원을 납입받는다면 25억원의 부가 

기존주주에게서 신주주로 이전된다. 이 회사가 신주 100주를 발행하면서 200억

82)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54 결정.
83) 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등 결정.
84) 헌법재판소 1998. 7. 16. 96헌바52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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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납입받는다면 50억원의 부가 신주주에게서 기존주주로 이전된다. 이 회사가 

주식 50주를 감자하면서 80억원을 돌려준다면 남는 주주에게서 빠져나가는 주주

에게로 30억원의 부가 이전된다. 이 회사가 50주를 감자하면서 20억원을 돌려준

다면 빠져나가는 주주에게서 남는 주주에게로 30억원의 부가 이전된다. 실제로 

현행 시행령85)에 들어 있는 이익계산 방법은 새로운 내용을 창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의 보기에서 보았듯 계산되는 증여금액을 사법상의 유형별로 하나하나 

나누어 적은 것일 뿐이다. 법률에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적지 않아도 계산은 어

긋날 수가 없다. 이익을 본 자가 누구인가,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내

용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정하지 않고 행정청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자의

적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2) 형법상 구성요건과의 대비

앞 항의 예에서 든 “이익의 금액”은 얼핏 불명확하다고 곡해하기 쉬운 개념이

지만 사실은 자의적 과세의 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다. 이와 달리 세법에 실제로 

不確定개념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법에서든 불확정 개념을 모

조리 배제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침해규범의 표인 형법과 견

주어 봐도 그렇다. 가령 법에 정한 일정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벌을 가하는 마당에86) 법에 정한 일정한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세한

다는 말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 형법에는 그밖에도 불확정 개념

의 예가 많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면 형벌을 과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형벌을 과한다.87) 그밖에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88) ‘생명에 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89) ‘위험한 물건’,90) ‘상습

으로’,91) ‘노유․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92) … 이런 것들은 

다만 몇 가지 예일 뿐이고 형법의 조문 전체가 사실은 불확정 개념으로 가득 차 

8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86) 형법 제347조.
87)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88) 형법 제253조.
89) 형법 제258조.
90) 형법 제261조.
91) 형법 제264조.
92) 형법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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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아가 형법각칙이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를 벌하는 경우 어디에서부터가 

처벌 상인가는 그 자체로 불확정개념이다. 이에 한 반론으로, 이런 개념들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분명히 정립된다고 반박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논점이

다. 상해, 폭행, 모욕, 학 , 가혹한 행위, 명예훼손, 이런 말들은 그 자체로는 범

위가 애매한 개념들이다. 이런 개념들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판결과 

학설을 통해서 비로소 정립된다. 조문 자체로는 불확정한 개념이지만 판례와 학

설에 의해서 개념의 범위가 정립될 수 있는 까닭에 불확정개념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이상 불확정개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얼핏 불확정개념으로 보이는 개념이더라

도 그 의미내용을 특정한 판결이 쌓여 있으면 이는 이미 불확정개념이 아니다. 

판결이 아직 없다면, 불명확한 듯 싶은 법률의 내용을 장차 판결로 구체화해나갈 

수 있는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범위 밖이다.93)

2. 입법의 지도원리와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일반론으로는 법의 이념이 正義라고 말한

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말에서 정의라는 말은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각자 

다른 내용을 담기 십상이고 국민의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입법의 지도이념을 

제공하기 어렵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이런 헌법개념 역시 사람마다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을 담는 이데올로기일 뿐이고 과학적․생산적 논의의 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세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 세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을까 하는 문

제이다. “우리 국민의 행복”, 이런 개념에서 세법의 내용에 한 적극적 지도이

념을 찾기는 어렵고 헌법상의 이념들은 입법재량의 한계로 이해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법률가들이 입법상의 안이나 해석상의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늘 

쓰는 개념은 法的安定性과 具體的 妥當性이다. 세법에서도 구체적 문제는 이 둘 

사이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치명적 한계를 안고 

있다. 도 체 어떤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우선하고 어떤 경우에 구체적 타당성을 

우선할 것인가? 우리 법학도들은 이 문제를 답하지 않은 채 논점별로 각자의 개

인적 취향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해 왔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93) 바로 이 점에서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
에 생각이 갈리고 있다. 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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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백 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세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한 

원칙들을 정리하려 애써 왔다. 세법의 근본 목표가 稅收의 확보에 있음은 물론이

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고, 결국 문제는 세수를 어떤 식으로 걷을 것인가

의 문제이다. 예로부터 Smith94)니 Wagner95)니 조세원칙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세법, 사실은 세법만이 아니라 국가의 작용을 지도하는 이념은 

크게 效率과 公平,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經濟成長과 安定 같은 

세법의 경제조정 역할도 있을 수 있다.

이 개념들이 세법의 역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에 해서는 이미 문헌

이 있으므로96)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한다. 효율과 공평이라는 두 축은 사실은 

세법만의 지도이념97)이 아니고 법률 전체 한결 더 크게 본다면 사회제도를 입안

하는 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Coase 이래로 이 개념들은 적어도 서로간의 

과학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 개념에 이르 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해보자: 1) 무엇이 효율적인가에 관한 입법부나 행정

부의 정책적 판단은 사법심사의 상인가? 2) 효율과 공평의 trade-off에 관한 입

법부의 판단은 사법심사의 상인가? 이하에서는 이 논의를 법령의 효율성이라

는 맥락에서 따지지만 법률의 해석이나 행정처분의 당부를 따짐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정책적 판단과 사법심사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관한 政策判斷은 입법부 

또는 위임입법을 하는 행정부의 재량으로 남아야 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관여하지 말아야 옳은가? 여기에서 效率이라는 말은 엄격히는 Pareto 기

준으로, 조금 완화한다면 Hicks-Kaldor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희

생 없이도 누군가의 처지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변화는 Pareto 효율적이다. 다른 

사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득을 보는 사람의 득 보는 금액이 손해를 보는 사람

94)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Book V, Ch. II.
95) Adolf Wagner, Finanawissenschaft(1910), 5. Buch.
96) 이창희, 세법강의 31-44쪽.
97) 법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로는 이 개념들은 가장 추상화된 차원의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효율과 공평이라는 이념이나 원리는 입법만이 아니고 해석론에
서도 목적론적 해석을 이끄는 법의 목적 내지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창희, 같은 
책 7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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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해액보다 크다면 Hicks-Kaldor 기준에서 효율적이다. 득 보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의 손해를 물어주면 되는 까닭이다. 아무도 손해는 없고 누군가의 처지

는 나아지므로, 사회 전체로 보면 전보다 나아졌다고 일응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다. 사회가 전보다 나아졌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기준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Rawls의 기준을 따른다면, 한 사람(강자)의 형편

이 다른 사람(약자)보다 나은 이상 약자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만을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개선이라 부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일단 사회적 약자가 강자보다 못

한 처지에 있는 이상 강자의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기준조차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생각은, 한 사람의 처지가 그 로 있는 상황

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은 사회전체적으로는 전만 못해졌다는 생

각을 드러내는 셈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일단은, 인간의 품성에 관한 다소 낙관

적 관점에서 파레토 기준과 힉스 칼도 기준을 사회의 낫고 못함을 재는 척도로 

쓰기로 하자. 어느 정도 과학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틀이 개발되어 있

다는 점에서 이 기준은 다른 기준보다 나은 까닭이다.

파레토 기준으로 정의한다면 효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正答이 있는 事實判斷

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입법이나 법해석이 효율을 개선하는가는 

법관의 판단 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책적 판단은 오로지 

입법부나 행정부에 맡겨두어야 하는 역은 아니다. 우리 헌법체제는 선거에 의

해 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시험을 쳐서 뽑는다. 법관이 법관인 것은 민주적 정당

성을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논리의 앞뒤를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판단의 문제는 정의상 당연히 법관의 

고유 역에 속한다. 효율의 문제 역시 그렇다.

행정처분이라면 법원이 효율을 따져 처분의 당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하겠지만, 

법령 자체가 아예 비효율적이라면 법관을 하릴없이 그를 적용해야 할 뿐인가? 

그렇지 않다. 비효율적 법령은 위헌이 되는 까닭이다. 효율이라는 것이 헌법개념

이 아닐진  어찌하여 違憲인가? 적어도 세법의 역에서는 효율의 문제는 自由

의 문제인 까닭이다. 유효경쟁시장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효율적 세상을 이루는 

길은 국가가 각 개인을 자유로이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비효율적 세제는 자유에 한 간섭이므로 효율성의 심사는 법관의 권한에 속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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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그 자체로 개인의 자유에 한 국가의 간섭이라고 보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상은 이 견해는 받

아들일 수 없다. 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상은 세금 자체를 자유에 한 간

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세금과 자유의 양립이란 세제의 中立性을 

뜻할 수밖에 없다. 곧 중립적 세제, 가령 카바레를 하든 다른 장사를 하든 언제

나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면, 국가가 어느 것을 할 자유에 간섭하

는 것은 아니다. 비중립적 세제는 자유의 침해를 낳는다. 가령 유독 카바레 업

을 하는 사람은 소득의 10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이는 동 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꼭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업에 비하

여 훨씬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에서 

세금은 자유권에 한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오로지 내용과 형식에서 헌법

에 맞고 따라서 헌법질서에 속하는 법규범에 따라서만 세금을 낼 의무를 진다”

는 것도 기본권으로 “자유권”의 일부이다.98) 非中立的인 세제의 채택, 즉 특정한 

업종, 행동에 하여 무겁게 매기는 세금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의 요

건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

야 한다.99)

유효경쟁시장에서는 세제의 중립성이란 세제의 효율성과 같은 말이다.100) 완전

경쟁시장 또는 적어도 유효경쟁시장이 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면 사

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중립적 세제가 효율적 세제가 

된다. 따라서 세제의 중립성을 매개로 하여 자유와 효율은 같은 잣 로 잴 수 있

는 개념이 되고, 법관의 권한에 속하게 된다. 한편 시장의 실패가 있는 곳에서는 

비중립적 세제, 곧 자유에 한 국가의 간섭이 효율을 이룰 수도 있고, 따라서 

公益에 맞을 수도 있다. 물론 공익을 목표로 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헌은 아니다. 

어차피 우리 현실과 맞지도 않는 ‘사회국가’의 이념101)을 내세워 비중립적 세제

를 함부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이론은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와 

98) BVerfGE 9, 3, 11. Tipke/Lang, 제4장 153문단.
99) 헌법 제37조 제２항. 독일헌법재판소도 조세특혜는 공공복리에 맞아야 한다고 한다. 

BVerfGE 93, 121, 148. Tipke/Lang, 제2장 126문단.
100) 이창희, 세법강의 32-36쪽.
101) 우리 헌법학자들 가운데에는 헌법 제34조 제2항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사회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허 , 한국헌법론(2003), 150쪽 등. 이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헌법 제34조 제2항은 세출에 관한 조항일 뿐이다. 김성수, 세법(2003),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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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사이에 比例의 原則이 지켜지는가를 묻는다.102) 자유의 문제가 효율의 문제

임을 생각한다면, 비례의 원칙은 법관의 주관에 따르는 자의적 판단을 벗어나 객

관적 잣 가 되기 시작한다. 법관은 시장에 간섭하는 비중립적 세법103)이 과연 

경제의 효율을 개선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질문은 법관 몇 

사람이 제멋 로 이리저리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 실증경제학적 방법으로 재어 

보아야 하는 사실판단의 문제가 된다. “근본적으로 공공복리란 경제조정 규범이 

국민경제에 좋은 효과를 가져 올 때에만 긍정할 수 있다.”104)

한편, 효율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정말로 수학문제를 풀 듯 분명한 답을 

구해 나가는 것이다. 효율의 문제가 법관의 고유 역이라는 말은 법관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있는 것이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식이 있

는 사람은 법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에도 있고 입법부에도 있다. 많은 

경우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관보다 나은 전문지식을 가지

고 있고 일반적 지적능력에서도 법관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 이들이 문제를 바로 

풀었고 법관 역시 문제를 바로 풀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법관은 당연히 입법부

나 행정부가 만든 법령이 효율적임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법관이 스스로 또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법령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는 것을 깨닫는 경우라면 당연히 기존 법령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정답에 이르는 스스로의 사실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은 당연히 효

율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여야 한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 세상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라면 사실판단이더라도 가치판단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렇다면 다

수결 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효율과 공평의 trade-off

법률제도 설계에서 효율에 버금가는 잣 로 公平을 들 수 있다. 공평이란 수평

102) 독일의 세법학에서는 비례의 원칙이 세법에서도 적용된다고 하나, 실제 구체적 내용
을 들여다보면 절차법적 의무에 한 제약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무신
고에 있어서 신고의 상이 되는 정보가 과세물건의 파악에 적절한가, 필요한가, 요구
하는 정보의 양이 적당한가 따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Tipke/Lang, 제4장 209문단 
이하. 그러나 본문에 적었듯 비례의 원칙은, 비중립적 세제가 헌법에 맞는가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는 훨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03) 이 문제를 평등의 문제로 오해하는 수가 많지만, 엄 히는 자유의 문제일 뿐이다. 
다음 3(2)항 참조.

104) Tipke/Lang, 제19장 2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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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水平的 공평이란 같은 처지에 있

는 사람은 같게 우해야 한다는 말이다. 입법에서 수평적 공평은 다시 두 가지

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이미 있는 사실을 다르게 과세하는 법률은 불공

평하고, 이를 정당화할만한 헌법상의 또는 정책적인 이유를 생각하기가 어렵다. 

한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다르게 과세하는 법률은 반드시 불공평하지는 

않다. 가령 어떤 행위를 더 무겁게 과세하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런 행위를 벌이는 사람이 세법의 불공평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법률

이 반드시 합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조세중립성을 깨는 세제는 비효율

성을 낳고, 앞의 항에서 본 분석이 그 로 적용된다.105)

垂直的 공평이란 담세력이 다른 사람 사이에서 세금에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두

어야 하는가를 뜻한다. 가령 소득에 관한 세금이라면,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이

기는 하지만 소득이 클수록 세액은 느는 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이의 선택은 근본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입법재량

에 속한다.106)

Ⅴ. 요약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밝혀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세법에서는 엄격해석만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 법원의 재판실무에서는 시늉

일 뿐이고 실제로는 법원이 확 해석과 유추적용을 하고 있다.

2) 해석방법의 문제는 헌법과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는 

엄격해석만이 가능하다는 말도 없고 우리 헌법을 그렇게 해석해야만 할 이유도 

없다.

3) 이른바 실질과세라는 개념은 세법의 유추적용을 허용하되 나름 로의 한계

를 설정해 보려는 시도일 뿐이다.

4) 세법에서는 규율 상인 경제행위가 너무 복잡해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따

르자면 법률의 글귀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과세요건명확주

의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바른 입법방법론은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105) 이창희, 세법강의(제4판), 50-51쪽.
106) 같은 책, 5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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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5) 세법의 내용이 효율을 달성하는가는 국회나 행정부의 재량에 맡길 일은 아

니고 사법심사의 상인 사실판단이다. 다만, 이 판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은 법관이 국회나 행정부의 판단을 함부로 제쳐서는 안된

다.

6) 법률 자체가 비효율적인 경우, 이는 헌법상 자유의 침해라는 틀 안에서 사

법심사의 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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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hodology of Tax Law
107)

Chang Hee Lee
*

This paper reviews the methodology or canons of interpreting tax statutes and 

this paper suggest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enacting tax statutes and 

regulations. The these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1. The canon of strict interpretation of tax statutes is a mere rhetoric in the 

practice of Korean courts. Despite the canon, the courts have often ― albeit 

tacitly― adopted expansive interpretation and also permitted taxation by analogy.

2. How to interpret a tax statute can be mand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or a statute, but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or statutes do not have any 

provision requiring a strict interpretation. Moreover, based on the language, 

history and the structur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re exists no 

logical basis to deduct the requirement of strict interpretation from the Law.

3. The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 is taxation by analogy, inven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 indefinite but inherent limit to the analogy.

4. The maxim that tax law can be written only in statutes is not practicable 

in the contemporary world because tax rules are often too complex to exist only 

in the form of statutes. A strict adherence to the maxim will make tax statutes 

much too complex for human understanding, and such self-standing statutes will 

conflict with its twin maxim that tax rules must be clearly intelligible.

* professor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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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udgement of an economic efficiency of a tax rule is a judgement of fact, 

and is not a value judgement. As a result, efficiency of a tax statute cannot be 

left completely to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ive or the administrative body, and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by court judges, whose power is legitimized not by 

democracy but by their intellectual capacity. The efficiency aspect of a tax rule, 

however, often involves a deep level analysis of social science, which a court 

judge is less well prepared to analyze than the policy makers of the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body. In this event, courts must defer to the judgements of 

such policy makers.

6. Inefficiently designed tax statutes are subject to judicial review, because 

inefficiency normally involves non-neutral taxation, which in turn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al freedom.




